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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show controller fia 명령의 출력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의 독자는 다음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의 분산 아키텍처●

Cisco 12000 Series Internet Router Architecture에서 이 아키텍처, 특히 스위치 패브릭 관련 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라이브 네트워크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
용하기 전에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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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controller fia 명령

show controller fia 명령은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의 FIA(Fabric Interface Asic) 컨트롤
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FIA는 GRP(Gigabit Route Processor) 및 LC(Line

http://www.cisco.com/warp/customer/63/arch12000-chassis.html
http://www.cisco.com/warp/customer/63/arch12000-swfabric.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Card)에 모두 있습니다. GRP/LC와 스위치 패브릭 카드(CSC/SFC)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show controller fia 명령은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에서 스위치 패브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에서 Fabric Ping 시간 초과 및 오
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스위치 패브릭에 대한 트러블슈팅 지침에 관심이 있는 경우
Troubleshooting the Switch Fabric (CSC 및 SFC) 을 참조하십시오.

show controller fia 명령에서 From Fabric과 To Fabric FIA 오류가 구별됩니다.From Fabric 오류는
스위치 패브릭에서 라인 카드 또는 GRP로 들어오는 패킷을 위한 것이며 To Fabric 오류는 스위치
패브릭을 통해 라인 카드/GRP에서 다른 카드로 나가는 패킷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show controller fia 명령의 출력 예입니다.

Line 1   12016#show controller fia

Line 2   Fabric configuration: Full bandwidth redundant

Line 3   Master Scheduler: Slot 17

Line 4

Line 5   From Fabric FIA Errors

Line 6   -----------------------

Line 7   redund fifo parity 0          redund overflow 0          cell drops 0

Line 8   crc32 lkup parity  0          cell parity     0          crc32      0

Line 9   Switch cards present:   0x001F  Slots  16 17 18 19 20

Line 10  Switch cards monitored: 0x001F  Slots  16 17 18 19 20

Line 11  Slot:    16        17          18         19         20

Line 12  Name:   csc0      csc1        sfc0       sfc1       sfc2

               --------   --------   --------   --------   --------

Line 13  los    0          0          0          0          0

Line 14  state  Off        Off        Off        Off        Off

Line 15  crc16  0          0          0          0          0

Line 16

Line 17  To Fabric FIA Errors

Line 18  -----------------------

Line 19  sca not pres 0          req error     0          uni FIFO overflow 0

Line 20  grant parity 0          multi req     0          uni FIFO undrflow 0

Line 21  cntrl parity 0          uni req       0          crc32 lkup parity 0

Line 22  multi FIFO   0          empty dst req 0          handshake error   0

Line 23  cell parity  0

행 2는 상자가 전체 대역폭 모드인지 분기 대역폭 모드인지 여부 및 현재 중복 상태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행 3은 현재 마스터인 클럭 및 스케줄러 카드(CSC)를 나타냅니다.17이 기본 마스터입니다.●

행 7~15는 From Fabric FIA에 대한 다양한 오류 카운터를 제공합니다.일부 설명은
Troubleshooting the Switch Fabric(CSC 및 SFC)(스위치 패브릭 트러블슈팅)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라인 9와 10은 현재 (전원이 켜짐) 있고 모니터링(사용 중)되고 있는 패브릭 카드의 반대 비트
마스크입니다. 비트는 다음과 같이 분해됩니다.
   7      6      5    4    3    2    1    0

unused unused unused SFC2 SFC1 SFC0 CSC1 CSC0

이 경우 0x1F는 00011111이며 모든 카드가 있습니다.0x1D는 00011101입니다. 즉 CSC1의 비
트가 꺼져 있습니다.

●

행 11은 아래 슬롯의 헤더 줄입니다.0=슬롯 16=CSC01=슬롯 17=CSC12=슬롯 18=SFC03=슬
롯 19=SFC14=슬롯 20=SFC2

●

라인 13은 패브릭 카드와의 클럭 동기화를 잃어버린 횟수를 나타냅니다.●

행 14는 동기화 상태를 나타냅니다."켜짐"은 현재 동기화 중이 아님을 의미합니다."off"는 동기
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http://www.cisco.com/warp/customer/63/ping_failure_12421.shtml
http://www.cisco.com/warp/customer/63/ping_failure_12421.shtml
http://www.cisco.com/warp/customer/63/ping_failure_12421.shtml
http://www.cisco.com/warp/customer/63/ping_failure_12421.shtml
http://www.cisco.com/warp/customer/108/hwts_12000_22281.html#ts_switchfabric
http://www.cisco.com/warp/customer/108/hwts_12000_22281.html#ts_switchfabric


   

라인 15는 이 특정 패브릭 카드와 통신하는 동안 발생한 CRC(Fabric Cyclic Redundancy
Check) 오류의 수를 나타냅니다.숫자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가 잘못되었거나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것입니다.오류 수가 증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렇다면 모든 패브
릭 카드에서 증가하는지 아니면 그 중 하나만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행 19~23은 To Fabric FIA에 대한 다양한 오류 카운터를 제공합니다.일부 설명은
Troubleshooting the Switch Fabric(CSC 및 SFC)(스위치 패브릭 트러블슈팅)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12410은 물리적 패브릭 컨피그레이션이 약간 다르므로 출력이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Line 1   12410#show controller fia

Line 2   Fabric configuration: Full bandwidth, redundant fabric

Line 3   Master Scheduler: Slot 17 Backup Scheduler: Slot 16

Line 4

Line 5   From Fabric FIA Errors

Line 6   -----------------------

Line 7   redund fifo parity 0   redund overflow 0    cell drops 0

Line 8   crc32 lkup parity 0    cell parity 0        crc32 0

Line 9   Switch cards present 0x007C Slots 18 19 20 21 22

Line 10  Switch cards monitored 0x007C Slots 18 19 20 21 22

Line 11  Slot:   18       19       20      21        22

Line 12  Name:  sfc0     sfc1     sfc2    sfc3      sfc4

              -------- -------- -------- -------- --------

Line 13  los   0        0        0        0        0

Line 14  state Off      Off      Off      Off      Off

Line 15  crc16 0        0        0        0        0

Line 16

Line 17  To Fabric FIA Errors

Line 18  -----------------------

Line 19  sca not pres 0   req error 0       uni fifo overflow 0

Line 20  grant parity 0   multi req 0       uni fifo undrflow 0

Line 21  cntrl parity 0   uni req 0         crc32 lkup parity 0

Line 22  multi fifo 0     empty dst req 0   handshake error 0

Line 23  cell parity 0

관련 정보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의 패브릭 Ping 시간 초과 및 오류 문제 해결●

스위치 패브릭 문제 해결(CSC 및 SFC)●

라우터 기술 지원●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warp/customer/108/hwts_12000_22281.html#ts_switchfabric
http://www.cisco.com/warp/customer/63/ping_failure_12421.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warp/customer/108/hwts_12000_22281.html#ts_switchfabric?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web/psa/products/index.html?c=268437899&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web/psa/products/index.html?c=268438303&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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