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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 IGX 8400 Series, BPX 8600 Series 및 IPX WAN 스위치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는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는 노드가 하나 이상 있을 때 특정 네트워크 수정을 제한합니다.이 문서
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의 독자는 다음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Cisco IGX 8400 Series, BPX 8600 Series 및 IPX WAN 스위치용 Cisco WAN 스위칭 소프트웨
어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문서 표기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제한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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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는 노드가 있을 때마다 다음 변경 사항이 제한됩니다.

새 노드 추가●

노드 번호 재지정●

새 트렁크 추가●

기존 트렁크의 전송 또는 수신 속도 변경●

기존 트렁크에서 CC Restrict 매개변수 변경●

기존 트렁크에서 지상/위성 매개변수 변경●

분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분산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네트워크(예: 노드 또
는 네트워크 관리 워크스테이션)에 전체 네트워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거나 사용하는 중앙
집중식 단일 구성 요소가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도 손상되거나 제거되어도 전체 네트
워크가 작동하지 않거나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이 아키텍처는 단일 장애 지점과 관련된 위험을 제
거합니다.

대신 네트워크의 각 노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합니다.

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노드(노드 이름, 번호 및 유형 포함)●

네트워크의 모든 트렁크(유형, 전송 속도, 수신 속도, 프로세서 트래픽 제한, 위성 대 지상, 구성
된 로드 요약, 최악의 케이스 대기열 지연, 경보 상태 포함)

●

모든 로컬 모듈, 라인 및 포트●

모든 영구 PVC(Virtual Circuit)에서 종료됨●

PVC를 통과하는 모든 PVC●

네트워크 토폴로지 특성의 변경 사항은 즉시 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노드로 브로드캐스트됩니다.네
트워크의 각 노드가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을 결정하므로 이 즉각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PVC에 대한 새 경로●

노드의 프로세서 간 통신 경로●

네트워크 동기화 계획의 레이아웃●

동기화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의 위험

노드에 도달할 수 없는 동안 네트워크 토폴로지 특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노드는 데이터베이스 업
데이트를 수신하지 않습니다.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마다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이 다를 수 있
습니다.

네트워크 노드는 서로 데이터베이스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환을 사용하여 자신을 업데이트
하고 차이점을 조정합니다.조정 프로토콜은 간단하고 일관적입니다.노드 간의 데이터베이스 차이
점은 동의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삭제하여 해결됩니다.따라서 연결할 수 없는 노드가 있는
네트워크에서 트렁크를 삭제할 수 있지만 연결할 수 없는 노드가 있는 네트워크에 트렁크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노드가 통신을 다시 설정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충돌하는 항목을 조정하여 연결할 수 없
는 노드에서 트렁크가 삭제됩니다.

동기화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특히 토폴로지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위험은 네트워크 토폴로지
가 연결 불가 상태에서 변경된 경우 노드가 해당 피어와의 통신을 다시 설정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
다는 것입니다.각 노드는 Dijkstra의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피어 노드로 메시지를 전송할 트렁크를
결정합니다.핵심은 각 노드가 각 원격 노드에 대한 최상의 경로의 첫 번째 홉만 선택한다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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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스트림 노드에 의존하여 메시지 패킷을 최상의 경로의 다음 홉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이는 각
노드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동일한 토폴로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한 노드에 잘못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해당 노드가 다른 노드와의 통신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네트워크를 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드 A는 경로 A-B-C를 통해 노드 C와 통신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드 D는 경로 D-A-B-
C를 통해 노드 C와 통신합니다.

노드 D가 격리된다고 가정합니다(예: 전원이 꺼지거나 두 트렁크 모두 고장). 따라서 두 트렁크에서
통신 장애 상태(그리고 신호 손실 등의 기타 경보 상태)가 탐지됩니다.노드 A 및 E는 이 토폴로지 변
경을 다른 모든 노드로 브로드캐스트하여 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노드에서 노드 D에 연결할 수 없다
고 선언합니다.

D에 도달할 수 없는 동안 노드 C와 E 사이에 새 트렁크가 추가된다고 가정합니다. 노드 A, B, C, E
및 F는 새 트렁크를 인식하지만 노드 D는 다음과 같지 않습니다.



   

노드 D가 복원될 때 수행되는 작업을 고려하십시오.

트렁크 DA 및 DE가 통신 실패 상태를 지우자 노드 A는 노드 C와 통신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가 A-
D-E-C임을 판단하여, 속도가 낮은 트렁크 BC를 피합니다.

노드 D는 트렁크 EC가 있는지 모르고 노드 C에 대한 메시지를 노드 A로 전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따라서 노드 C와 D는 노드 간에 연결할 수 없는 상태를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노드 A와 C는 노드 D를 분리하기 전과 격리하는 동안 통신할 수 있지만 이제 상호 연결할 수
없습니다.

노드 A와 D는 각각 다른 노드가 노드 C에 대한 올바른 경로라고 생각하며, 그 결과 노드 C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결론

Cisco IGX 8400 Series, BPX 8600 Series 및 IPX WAN 스위치에 구현된 분산 토폴로지 데이터베이
스의 기본 아키텍처를 고려할 때, 네트워크의 어떤 노드도 연결할 수 없는 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

다운로드 - WAN 스위칭 소프트웨어●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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