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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TAC 케이스에 대한 문제 발생 시/후 IOS-XR 라우터에서 수집할 일반적인 명령 집합
을 나열합니다.

명령 목록을 변경 없이 라우터 CLI에 정확히 나열된 대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특정 명령은 해당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예상되는 결과이며 어떤 문제도 발생
시키지 않습니다.

이 전체 목록을 라우터에 복사/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ssh/telnet 클라이언트에서 로깅을 활성화하
면 캡처됩니다.

ASR9K - 클래식

기간 0
플랫폼 표시
admin show platform
설치 활성 요약 표시
버전 표시
show hw module fpd location all
진단 표시
로깅 표시
설치 로그 표시
실행 중 표시
관리자 표시 실행
구성 표시 실패
구성 커밋 변경 내용 모두 표시
구성 기록 표시
구성 시작 실패
기록 표시
cli 기록 세부 정보 표시
admin show 환경
관리자 표시 led
pfm 위치 모두 표시
프로세스 표시



프로세스 cpu 표시
프로세스 차단된 위치 모두 표시
watchdog 메모리 상태 표시
컨텍스트 위치 모두 표시
컨트롤러 np 카운터 모두 표시
삭제 표시
이중화 표시
이중화 요약 표시
snmp mib 액세스 표시
snmp 인터페이스 표시
인터페이스 설명 표시
ospf 인접 디바이스 표시
show bgp 세션
show bgp 요약
show rib update groups
tcp 개요 표시
l2vpn xconnect 표시
show mpls traffic eng tunnels
show bfd 세션
가상 서비스 목록 표시

ASR9K - eXR

기간 0
플랫폼 표시
설치 활성 요약 표시
버전 표시
show hw module fpd
진단 표시
로깅 표시
설치 로그 표시
실행 중 표시
관리자 표시 실행
구성 표시 실패
구성 커밋 변경 내용 모두 표시
구성 기록 표시
구성 시작 실패
기록 표시
cli 기록 세부 정보 표시
admin show 환경
관리자 표시 led
pfm 위치 모두 표시
프로세스 표시
프로세스 cpu 표시
프로세스 차단된 위치 모두 표시
watchdog 메모리 상태 표시
컨텍스트 위치 모두 표시
컨트롤러 np 카운터 모두 표시
삭제 표시
이중화 표시
이중화 요약 표시
snmp mib 액세스 표시



snmp 인터페이스 표시
인터페이스 설명 표시
ospf 인접 디바이스 표시
show bgp 세션
show bgp 요약
show rib update groups
tcp 개요 표시
l2vpn xconnect 표시
show mpls traffic eng tunnels
show bfd 세션

NCSxxxx 플랫폼 및 화이트박스

 - NCS6K, NCS5K, NCS55xx, NCS540, NCS560을 비롯한 모든 NCS 플랫폼을 위한 것입니다.

기간 0
플랫폼 표시
admin show platform
설치 활성 요약 표시
버전 표시
show hw module fpd
진단 표시
로깅 표시
설치 로그 표시
실행 중 표시
관리자 표시 실행
구성 표시 실패
구성 커밋 변경 내용 모두 표시
구성 기록 표시
구성 시작 실패
기록 표시
cli 기록 세부 정보 표시
admin show 환경
관리자 표시 led
경보 요약 시스템 활성
프로세스 표시
프로세스 cpu 표시
프로세스 차단된 위치 모두 표시
watchdog 메모리 상태 표시
컨텍스트 위치 모두 표시
이중화 표시
이중화 요약 표시
snmp mib 액세스 표시
snmp 인터페이스 표시
인터페이스 설명 표시
ospf 인접 디바이스 표시
show bgp 세션
show bgp 요약
show rib update groups
tcp 개요 표시
l2vpn xconnect 표시



show mpls traffic eng tunnels
show bfd 세션

CRS

기간 0
플랫폼 표시
admin show platform
설치 활성 요약 표시
버전 표시
show hw module fpd location all
진단 표시
로깅 표시
설치 로그 표시
실행 중 표시
관리자 표시 실행
구성 표시 실패
구성 커밋 변경 내용 모두 표시
구성 기록 표시
구성 시작 실패
기록 표시
cli 기록 세부 정보 표시
admin show 환경
관리자 표시 led
프로세스 표시
프로세스 cpu 표시
프로세스 차단된 위치 모두 표시
watchdog 메모리 상태 표시
컨텍스트 위치 모두 표시
이중화 표시
이중화 요약 표시
snmp mib 액세스 표시
snmp 인터페이스 표시
인터페이스 설명 표시
ospf 인접 디바이스 표시
show bgp 세션
show bgp 요약
show rib update groups
tcp 개요 표시
l2vpn xconnect 표시
show mpls traffic eng tunnels
show bfd 세션

Cisco 8xxx

기간 0
플랫폼 표시
설치 활성 요약 표시
버전 표시
show hw module fpd
진단 표시



로깅 표시
설치 로그 표시
실행 중 표시
구성 표시 실패
구성 커밋 변경 내용 모두 표시
구성 기록 표시
구성 시작 실패
기록 표시
cli 기록 세부 정보 표시
환경 표시
표시
프로세스 표시
프로세스 cpu 표시
프로세스 차단된 위치 모두 표시
watchdog 메모리 상태 표시
컨텍스트 위치 모두 표시
재부팅 기록 표시
이중화 표시
이중화 요약 표시
snmp mib 액세스 표시
snmp 인터페이스 표시
인터페이스 설명 표시
ospf 인접 디바이스 표시
show bgp 세션
show bgp 요약
show rib update groups
tcp 개요 표시
l2vpn xconnect 표시
show mpls traffic eng tunnels
show bfd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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