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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Thunderbird ASIC를 사용하는 Cisco MDS 9500 Series Multilayer Director 4세대
(gen4) 라인 카드에서 디바이스가 슬로우 드레인 디바이스로 작동할 때 DS-X9232-256K9 및 DS-
X9248-256K9 모델에서 증가하는 명령 및 카운터에 대해 설명합니다.어떤 카운터가 증가하는지 그
리고 그 증가 위치를 이해하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올바르게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SAN(Storage Area Network) 패브릭의 엔드 디바이스 간 모든 데이터 트래픽은 Fibre Channel
Class 3에 의해 전송되며, 경우에 따라 링크 레벨, 홉별, 버퍼 간 흐름 제어를 사용하는 Class 2 서비
스가 포함됩니다.이러한 서비스 클래스는 엔드 투 엔드 흐름 제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패브릭에
슬로우 디바이스가 연결된 경우 최종 디바이스는 구성된 속도 또는 협상된 속도로 프레임을 수락하



지 않습니다.슬로우 드레인 디바이스라고 하는 저속 디바이스는 이러한 디바이스로 향하는 트래픽
에서 크레딧이 부족해지고 링크가 혼잡합니다.크레디트 부족은 대상 디바이스가 슬로우 드레인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ISL 링크를 사용하는 fabric의 관련 없는 플로우에 영향을 미칩니다.

3개의 테스트가 실행되었습니다.

저속 포트 에뮬레이션 - R_RDY 지연 10000us(10ms)1.
저속 포트 에뮬레이션 - R_RDY 지연 1500000us(1.5초)2.
포트 모니터 - 저속 포트 에뮬레이션 - R_RDY 지연 1500000us(1.5초)3.

토폴로지

모든 포트는 4Gbps입니다.

                       172.18.121.64     fc13/1         fc4/9 172.18.121.16

Agilent 103/3--fc13/13 rtp-san-23-02-9513 =======PC 237======= rtp-san-23-01-9513 fc4/13--

Agilent 103/2

                      NX-OS 5.2(2d)                           NX-OS 5.2(8) rtp-san-23-02-9513

9513 sup-2a/fab3 NX-OS 5.2(2d)

rtp-san-23-02-9513# show mod

Mod  Ports  Module-Type                         Mode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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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IP Storage Services Module          DS-X9308-SMIP      powered-dn

2    8      10 Gbps FCoE Module                 DS-X9708-K9        powered-dn

3    8      10 Gbps FCoE Module                 DS-X9708-K9        powered-dn

4    22     4x1GE IPS, 18x1/2/4Gbps FC Module   DS-X9304-18K9      ok

5    24     1/2/4/8 Gbps FC Module              DS-X9224-96K9      ok

6    8      10 Gbps FCoE Module                 DS-X9708-K9        powered-dn

7    0      Supervisor/Fabric-2a                DS-X9530-SF2AK9    active *

8    0      Supervisor/Fabric-2a                DS-X9530-SF2AK9    ha-standby

9    8      IP Storage Services Module          DS-X9308-SMIP      powered-dn

10   22     4x1GE IPS, 18x1/2/4Gbps FC Module   DS-X9304-18K9      ok

11   22     4x1GE IPS, 18x1/2/4Gbps FC Module   DS-X9304-18K9      ok

12   24     1/2/4/8 Gbps FC Module              DS-X9224-96K9      ok

13   48     1/2/4/8/10 Gbps Advanced FC Module  DS-X9248-256K9     ok

rtp-san-23-01-9513 9513 sup-2a/fab3 NX-OS 5.2(8)

rtp-san-23-01-9513# show mod

Mod  Ports  Module-Type                         Mode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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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10 Gbps FC Module                   DS-X9704           ok

2    48     1/2/4/8/10 Gbps Advanced FC Module  DS-X9248-256K9     ok

3    16     16x1GE, Storage Services Node       DS-X9316-SSNK9     ok

4    32     1/2/4/8/10 Gbps Advanced FC Module  DS-X9232-256K9     ok

7    0      Supervisor/Fabric-2a                DS-X9530-SF2AK9    ha-standby

8    0      Supervisor/Fabric-2a                DS-X9530-SF2AK9    active *

배경 정보

이 섹션에서는 Cisco NX-OS 네트워크 운영 체제의 명령이 Gen4 라인 카드에 적용되는 경우의 제
한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Command Lookup Tool(등록된 고
객만 해당)을 사용합니다.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NX-OS 릴리스 5.2(1)

show interface counters 및 show interface aggregate-counters 명령은 'receive B2B credit
remaining' 및 'transmit B2B credit remaining'을 TBZ 및 RBZ 값으로 바꿨습니다.

fcmac 카운터가 정확합니다.

Cisco 버그 ID CSCts28865, "B2B 크레딧이 4세대 라인 카드에 대해 잘못된 전환"을 참조하십시오.

NX-OS 릴리스 5.2(2d)

다음 명령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timeout-drops module 13 - 구문 오류입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request-timeout module 13 - 구문 오류입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flow dropped -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module 13
pktflow dropped 명령을 가리킵니다.

●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dropped-reason module 2 - 지원되지 않음●

show hardware internal up-xbar 0 queued-packet-info - 잘못된 명령입니다.●

NX-OS 릴리스 5.2(6a)

다음 명령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dropped-reason module 2 - 지원되지 않음●

show hardware internal up-xbar 0 queued-packet-info - 잘못된 명령입니다.●

NX-OS 릴리스 5.2(8)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dropped-reason module 2 명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새 linecard 명령,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0-3 memory iqm-statemum0 & 1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이 명령은 1-3 세대 라인 카드에서 show hardware internal up-xbar 0 queued-packet-info 명
령을 대체합니다.

폐기는 인터페이스에서 증가하지 않습니다.Cisco 버그 ID CSCud77292, "Gen 4 라인 카드는 인터
페이스 통계에서 출력 폐기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를 참조하십시오.

fcIfOutDiscards가 전송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카운터의 이름이 generation1-3 카운터와 다릅니다.

fcmac 카운터에는 이러한 5개의 소프트웨어 카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OBFL(on-board
failure logging) 오류 통계에만 나타납니다.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FCP_SW_CNTR_FORCE_TIMEOUT_ON●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ts2886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d77292


FCP_SW_CNTR_FORCE_TIMEOUT_OFF●

FCP_SW_CNTR_CREDIT_LOSS●

Cisco 버그 ID CSCud93629, "Gen 4 fcmac 카운터에는 여러 소프트웨어 카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1:저속 포트 에뮬레이션 - R_RDY 지연 10000us(10ms)

1-9단계 개요

R-RDY 지연이 1000us(10ms)인 느린 포트 에뮬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절차의 개요입니다.

fc4/13은 슬로우 디바이스에 연결된 포트이고 fc13/13은 발신자에 연결된 포트입니다.

에이전트 트래픽 103/3 > 103/2를 시작합니다.1.
30초 정도 작동하게 합니다.2.
rtp-san-23-02-9513에 대한 명령 세트 문제.3.
30초 동안 기다립니다.4.
rtp-san-23-02-9513에 대한 명령 세트 문제.5.
rtp-san-23-01-9513에 대한 명령 세트 문제.6.
30초 동안 기다립니다.7.
rtp-san-23-01-9513에 대한 명령 세트 문제.8.
테스트를 중지합니다.9.

3단계 이후의 MDS 값 및 카운터:rtp-san-23-02-9513 fc13/13 - 발신자에 연결된 포트

인터페이스 카운터 - fc13/13

3단계 이후의 MDS 카운터에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n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input LRR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output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LRR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0에서 B2B 신용 전환 수신 - 캡처되지 않음
B2B 크레딧을 0에서 전송 - 캡처되지 않음
receive B2B credit remaining 65530 - 65530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transmit B2B credit remaining 128 - 128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수퍼바이저 수준 하드웨어 감지된 오류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d93629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errors module 13

포트 fc13/13에 적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수퍼바이저 패킷-플로우 삭제

새로운 CLI(command-line interface) 명령,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module 13 pktflow
droppe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 fc13/13에 적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인 카드 OBFL 오류 통계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module 13 error-stats

포트 fc13/13에 적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시간 초과 삭제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timeout-drops module 13

show logging onboard timeout-drops를 구문 분석할 때 구문 오류가 발생합니다.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요청 시간 초과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request-timeout module 13

show logging onboard request-timeout을 구문 분석할 때 구문 오류가 발생합니다.

크레딧몬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process creditmon credit-loss-events module 13

포트 fc13/13에 적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인 카드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13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13    |

| Last cleared @ Wed Nov 28 20:36:11 2012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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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THB_RCM_RCP3_RBBZ_CH0                    0000000001209670   13 -   0000000001243266  +33596

1044 IP_FCMAC_CNT_STATS_DATA_RX_CLASS3_FRAMES 0000000072446822   13 -   0000000072485256  +38434

라인 카드 신용 정보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credit-info port 13

이전 값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다음은 출력의 예입니다.

    ======== Device Credit Information - R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13  |  0/0 |     Tbird Mac Driver |       0x20 |    0x26 | Shared |

+------+------+----------------------+------------+---------+--------+

   ======== Device Credit Information - T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13  |  0/0 |     Tbird Mac Driver |       0x80 |     0x0 | Shared |

+------+------+----------------------+------------+---------+--------+

라인 카드 대기 중인 패킷

다음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0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1

출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단계 이후의 MDS 값 및 카운터:rtp-san-23-02-9513 port-channel 237 - Sender Side
- fc13/1

인터페이스 카운터



다음은 5단계 이후의 MDS 카운터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있는 경우).

in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input LRR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output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LRR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0에서 B2B 신용 전환 수신 - 캡처되지 않음
B2B 크레딧을 0에서 전송 - 캡처되지 않음
남은 B2B 크레딧을 받음 - 250이지만 이전 값과 변동 없습니다.
B2B 크레딧을 전송합니다. 남은 크레딧은 0이지만 이전 값과 변동 없습니다.

수퍼바이저 수준 하드웨어 감지된 오류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errors module 13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13    |

| Last cleared @ Wed Nov 28 20:36:11 2012

| Device Statistics Category :: ERROR

|------------------------------------------------------------------------|

Instance:0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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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THB_TMM_TIMEOUT_STATS_DROP               0000000000011975   1-6 -  0000000000015552   +3577

1023 THB_TMM_PORT_FRM_DROP_CNT                0000000000011991   1 -    0000000000015568   +3577

1122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0000000000011991   1 -    0000000000015568   +3577

|------------------------------------------------------------------------|

| Device:Tbird Fwd Driver         Role:L2                      Mod:13    |

| Last cleared @ Wed Nov 28 20:36:11 2012

| Device Statistics Category :: ERROR

|------------------------------------------------------------------------|

Instance:0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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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THB_EPR3_CNT_GOOD_SF_DROP                0000000000000103   1-12 - 0000000000000127     +24

497  THB_EPR3_CNT_GOOD_PKT_DROP               0000000000000103   1-12 - 0000000000000127     +24

509  THB_EPR3_CNT_OTHER_DROP                  0000000000000103   1-12 - 0000000000000127     +24

수퍼바이저 패킷-플로우 삭제

새 CLI 명령,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module 13 pktflow droppe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Device:Tbird Fwd Driver         Role:L2                      Mod:13    |

| Last cleared @ Wed Nov 28 20:36:11 2012



|------------------------------------------------------------------------|

Instance:0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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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THB_EPR3_CNT_GOOD_SF_DROP                0000000000000107   1-12 - 0000000000000128     +21

497  THB_EPR3_CNT_GOOD_PKT_DROP               0000000000000107   1-12 - 0000000000000128     +21

509  THB_EPR3_CNT_OTHER_DROP                  0000000000000107   1-12 - 0000000000000128     +21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13    |

| Last cleared @ Wed Nov 28 20:36:11 2012

|------------------------------------------------------------------------|

Instance:0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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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THB_TMM_TIMEOUT_STATS_DROP               0000000000012560   1-6 -  0000000000016021   +3461

1023 THB_TMM_PORT_FRM_DROP_CNT                0000000000012576   1 -    0000000000016037   +3461

1122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0000000000012576   1 -    0000000000016037   +3461

라인 카드 OBFL 오류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logging onboard module 13 error-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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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STATISTICS INFORMATION FOR DEVICE DEVICE: FC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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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                                |         |    Time Stamp  

     Range        |    Error Stat Counter Name     |  Count  |MM/DD/YY HH:MM: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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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13/1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14924    |12/13/12 16:23:03

fc13/1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12576    |12/13/12 16:22:43

fc13/1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10182    |12/13/12 16:22:23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시간 초과 삭제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timeout-drops module 13

show logging onboard timeout-drops를 구문 분석할 때 구문 오류가 발생합니다.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요청 시간 초과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request-timeout module 13

show logging onboard request-timeout을 구문 분석할 때 구문 오류가 발생합니다.

크레딧몬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process creditmon credit-loss-events module 13

포트 fc13/1에 적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인 카드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13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13    |

| Last cleared @ Wed Nov 28 20:36:11 2012

|------------------------------------------------------------------------|

Instance:0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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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THB_TMM_TIMEOUT_STATS_DROP               0000000000012678   1-6 -  0000000000016138  

+3460v

1000 THB_RPB_IN_PKT_CNT                       0000000000505935   1 -    0000000000505967     +32

1001 THB_RPB_OUT_PKT_CNT                      0000000000505935   1 -    0000000000505967     +32

1002 THB_RPB_NC_FRM_CNT                       0000000000253790   1 -    0000000000253796      +6

1003 THB_RPB_LP_FRM_CNT                       0000000000253790   1 -    0000000000253796      +6

1016 THB_TMM_PORT_TBBZ_CH0                    0000000000021060   1 -    0000000000024433   +3373

1021 THB_TMM_PORT_NP_CNT                      0000000000482819   1 -    0000000000517817  +34998

1022 THB_TMM_PORT_TOLB_FRM_SENT_CNT           0000000000253790   1 -    0000000000253796      +6

1048 IP_FCMAC_CNT_STATS_DATA_TX_CLASS3_FRAMES 0000000000230751   1 -    0000000000265723  +34972

1111 THB_TMM_TO_CNT_CLASS_3                   0000000000012694   1 -    0000000000016154   +3460

1122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0000000000012694   1 -    0000000000016154   +3460

라인 카드 신용 정보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credit-info port 13

이전 값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다음은 출력의 예입니다.

   ======== Device Credit Information - R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1  |  0/0 |     Tbird Mac Driver |       0xfa |     0x0 |   Full |

+------+------+----------------------+------------+---------+--------+

   ======== Device Credit Information - T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1  |  0/0 |     Tbird Mac Driver |      0x1f4 |   0x1f4 |   Full |

+------+------+----------------------+------------+---------+--------+



라인 카드 대기 중인 패킷

다음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0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1

출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단계 이후의 MDS 값 및 카운터:rtp-san-23-01-9513 port-channel 237 - 슬로우 드레
인 사이드 - fc4/9

인터페이스 카운터 - fc4/9

6단계 이후의 MDS 카운터에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n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input LRR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output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LRR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델타 없음)에서 0 - 31413에서 B2B 신용 전환을 받습니다. THB_RCM_RCP5_RBBZ_CH0으로 이
동하면 29541-26055=3486입니다.
전송 B2B 크레딧은 0 - 5 - 엔드 (델타 없음) THB_TMM_PORT_TBBZ_CH0을 기준으로 이동하면 5-
5=0입니다.
receive B2B credit remaining - 0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Transmit B2B credit remaining - 250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수퍼바이저 수준 하드웨어 감지된 오류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errors module 4

포트 fc4/9에 적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수퍼바이저 패킷-플로우 삭제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flow dropped module 4



포트 fc4/9에 적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인 카드 OBFL 오류 통계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module 4 error-stats

포트 fc4/9에 적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시간 초과 삭제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timeout-drops module 4

포트 fc4/9에 적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요청 시간 초과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request-timeout module 4

포트 fc4/9에 적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크레딧몬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process creditmon credit-loss-events module 4

Module: 04      Credit Loss Events: NO

라인 카드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9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 4    |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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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THB_RCM_RCP5_RBBZ_CH0                    0000000000026055   9 -    0000000000029541   +3486



1002 THB_RPB_NC_FRM_CNT                       0000000000499012   9 -    0000000000499018      +6

1003 THB_RPB_LP_FRM_CNT                       0000000000499012   9 -    0000000000499018      +6

1022 THB_TMM_PORT_TOLB_FRM_SENT_CNT           0000000000499012   9 -    0000000000499018      +6

1044 IP_FCMAC_CNT_STATS_DATA_RX_CLASS3_FRAMES 0000000000282573   9 -    0000000000318142  +35569

1097 THB_RXF_TO_LB_CNT                        0000000000499012   9 -    0000000000499018      +6

라인 카드 신용 정보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4 show hard internal credit-info port 9

이전 값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다음은 출력의 예입니다.

    ======== Device Credit Information - R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9  |  0/0 |     Tbird Mac Driver |      0x1f4 |   0x1fa |   Full |

+------+------+----------------------+------------+---------+--------+

   ======== Device Credit Information - T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9  |  0/0 |     Tbird Mac Driver |       0xfa |     0x0 |   Full |

+------+------+----------------------+------------+---------+--------+

라인 카드 대기 중인 패킷

다음 명령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출력이 제공됩니다.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0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1

rtp-san-23-01-9513#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0

+-------------------------------------------------------------------------------

| IQM: PG0 Status Memory for Tbird Que Driver

| Inst 1; port(s) 9-16

|

0이 아닌 항목만 표시됩니다.0이 아닌 각 비트는 해당 IB(InfiniBand)의 VOQ(Virtual Output
Queuing)에서 보류 중인 프레임을 나타냅니다.

+----------+--------+--------+--------+--------+

| GI (Hex) | Prio 0 | Prio 1 | Prio 2 | Prio 3 |

+----------+--------+--------+--------+--------+

|        c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1 |

+----------+--------+--------+--------+--------+

        ^                                   ^

        |                                   |

egress port (slow)                       ingress port

이는 하나 이상의 패킷이 대상 인덱스 xC에 대기됨을 나타냅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포트 fc4/13입니
다.



rtp-san-23-01-9513# show port internal info interface fc4/13

fc4/13 - if_index: 0x0118C000, phy_port_index: 0xc

    local_index: 0xc

000001은 Thunderbird ASIC 인스턴스 1의 첫 번째 포트를 나타냅니다. 모델 DS-X9232-256K9의
경우 인스턴스 1은 포트 9-16에 대한 것이므로 fc4/9가 fc4/13으로 전송되는 패킷을 나타내는 것입
니다.

모델 DS-X9248-256K9의 경우 각 Thunderbird 인스턴스가 12개의 포트를 처리하므로 인스턴스
1은 포트 13으로 시작합니다. 0이 아닌 항목만 표시됩니다.

rtp-san-23-01-9513#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1

+-------------------------------------------------------------------------------

| IQM: PG1 Status Memory for Tbird Que Driver

| Inst 1; port(s) 9-16

|

8단계 이후의 MDS 값 및 카운터:rtp-san-23-01-9513 fc4/13 - 저속 장치에 연결된 포
트

인터페이스 카운터 - fc4/13

8단계 이후의 MDS 카운터에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n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input LRR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output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LRR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0에서 B2B 신용 전환 수신 - 캡처되지 않음THB_RCM_RCP5_RBBZ_CH0을 기준으로 이동하면
11-11=0입니다.
B2B 크레딧을 0에서 전송 - 캡처되지 않음THB_TMM_PORT_TBBZ_CH0으로 이동하면 43034-
39908=3126입니다.
receive B2B credit received 32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transmit B2B credit remaining 0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수퍼바이저 수준 하드웨어 감지된 오류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errors module 4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 4    |

| Device Statistics Category :: ERROR



|------------------------------------------------------------------------|

Instance:0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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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THB_TMM_TIMEOUT_STATS_DROP               0000000000407690   13-16 -0000000000440678  +32988

1823 THB_TMM_PORT_FRM_DROP_CNT                0000000000407706   13 -   0000000000440694  +32988

1922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0000000000407706   13 -   0000000000440694  +32988

수퍼바이저 패킷-플로우 삭제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flow dropped module 4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 4    |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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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THB_TMM_TIMEOUT_STATS_DROP               0000000000411953   13-16 -0000000000444935  +32982

1823 THB_TMM_PORT_FRM_DROP_CNT                0000000000411969   13 -   0000000000444951  +32982

1922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0000000000411969   13 -   0000000000444951  +32982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module 4 pktflow dropped

이는 5단계, Supervisor Packet-Flow Dropped 이후 MDS Values and Counters에 언급된 새로운
CLI 명령입니다.

라인 카드 OBFL 오류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logging onboard module 4 error-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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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STATISTICS INFORMATION FOR DEVICE DEVICE: FC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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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                                |         |    Time Stamp  

     Range        |    Error Stat Counter Name     |  Count  |MM/DD/YY HH:MM: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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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445487   |12/13/12 22:23:25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424732   |12/13/12 22:23:05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403982   |12/13/12 22:22:45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시간 초과 삭제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timeout-drops modu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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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STATISTICS INFORMATION FOR DEVICE DEVICE: FC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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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                                |         |    Time Stamp  

     Range        |    Error Stat Counter Name     |  Count  |MM/DD/YY HH:MM: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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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445487   |12/13/12 22:23:25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424732   |12/13/12 22:23:05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403982   |12/13/12 22:22:45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요청 시간 초과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request-timeout module 4

출력이 없습니다.

크레딧몬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process creditmon credit-loss-events module 4

Module: 04      Credit Loss Events: NO

라인 카드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13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 4    |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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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THB_TMM_TIMEOUT_STATS_DROP               0000000000415139   13-16 -0000000000447595  +32456

1816 THB_TMM_PORT_TBBZ_CH0                    0000000000039908   13 -   0000000000043034  +3126

1828 THB_TMM_PORT_TWAIT_CNT                   0000042231489340   13 -   0000045541420902

+3309931562

1918 THB_TMM_TOLB_TO_CNT                      0000000000415155   13 -   0000000000447611  +32456

1922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0000000000415155   13 -   0000000000447611  +32456

라인 카드 신용 정보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4 show hard internal credit-info port 13

모든 Tx 크레딧이 사용됩니다.디바이스가 적시에 R_RDY를 반환하지 않습니다.다음은 출력의 예입
니다.



   ======== Device Credit Information - R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13  | 16/0 |     Tbird Mac Driver |       0x20 |     0x0 |   Full |

+------+------+----------------------+------------+---------+--------+

   ======== Device Credit Information - T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13  | 16/0 |     Tbird Mac Driver |       0x80 |    0x80 |   Full |

+------+------+----------------------+------------+---------+--------+

라인 카드 대기 중인 패킷

다음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0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1

출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단계, Linecard Queued Packets 이후의 MDS Values and Counters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2:저속 포트 에뮬레이션 - R_RDY 지연 1500000us(1.5초)

1-10단계 개요

R-RDY 지연이 1500000us(1.5초)인 느린 포트 에뮬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절차의 개요입니다.

fc4/13은 슬로우 디바이스에 연결된 포트이고 fc13/13은 발신자에 연결된 포트입니다.

에이전트 트래픽 103/3 -> 103/2를 시작합니다.1.
30초 정도 작동하게 합니다.2.
rtp-san-23-02-9513에 대한 명령 세트 문제.3.
30초 동안 기다립니다.4.
rtp-san-23-02-9513에 대한 명령 세트 문제.5.
rtp-san-23-01-9513에 대한 명령 세트 문제.6.
30초 동안 기다립니다.7.
rtp-san-23-01-9513에 대한 명령 세트 문제.8.
테스트를 중지합니다.9.

4단계 이후의 MDS 값 및 카운터:rtp-san-23-02-9513 fc13/13 - 발신자에 연결된 포트

인터페이스 카운터 - fc13/13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interface fc13/13 counters

4단계 이후의 MDS 카운터에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n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input LRR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output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LRR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전송 B2B 크레디트 전환을 0 - 0에서 이전 값과 변동 없음
0 -+24483에서 B2B 크레딧을 받습니다.
receive B2B credit remained - 65530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transmit B2B credit remaining- 128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수퍼바이저 수준 하드웨어 감지된 오류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errors module 13

포트 fc13/13에 적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수퍼바이저 패킷-플로우 삭제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flow dropped module 13

포트 fc13/13에 적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인 카드 OBFL 오류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logging onboard module 13 error-stats

rtp-san-23-02-9513# show logging onboard module 13 error-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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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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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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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STATISTICS INFORMATION FOR DEVICE DEVICE: FC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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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                                |         |    Time Stamp  

     Range        |    Error Stat Counter Name     |  Count  |MM/DD/YY HH:MM: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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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13/13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776      |12/17/12 08:28:38

fc13/1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777      |12/17/12 08:28:38

fc13/13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695      |12/17/12 08:28:18

fc13/1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697      |12/17/12 08:28:18

fc13/13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628      |12/17/12 08:27:58

fc13/1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27139    |12/17/12 08:27:58

fc13/1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630      |12/17/12 08:27:58

fc13/13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541      |12/17/12 08:27:38

fc13/1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543      |12/17/12 08:27:38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시간 초과 삭제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timeout-drops module 13

show logging onboard timeout-drops를 구문 분석할 때 구문 오류가 발생합니다.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요청 시간 초과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request-timeout module 13

show logging onboard request-timeout을 구문 분석할 때 구문 오류가 발생합니다.

크레딧몬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process creditmon credit-loss-events module 13

모듈 13에 적용할 수 있는 카운터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인 카드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13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13    |

| Last cleared @ Wed Nov 28 15:36:11 2012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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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THB_RCM_RCP3_RBBZ_CH0                    0000000001448221   13 -   0000000001471293  +23072

1002 THB_RPB_NC_FRM_CNT                       0000000000320356   13 -   0000000000320362      +6

1022 THB_TMM_PORT_TOLB_FRM_SENT_CNT           0000000000320356   13 -   0000000000320362      +6

1090 THB_RHP_FRM_CNT                          0000000072752061   13 -   0000000072785537      +6

1096 THB_RXF_NP_CNT                           0000000072752061   13 -   0000000072785537      +6

라인 카드 신용 정보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credit-info port 13

이전 값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다음은 출력의 예입니다.

rtp-san-23-02-9513#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credit-info port 13

   ======== Device Credit Information - R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13  |  0/0 |     Tbird Mac Driver |       0x20 |    0x26 | Shared |

+------+------+----------------------+------------+---------+--------+

   ======== Device Credit Information - T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13  |  0/0 |     Tbird Mac Driver |       0x80 |     0x0 | Shared |

+------+------+----------------------+------------+---------+--------+

라인 카드 대기 중인 패킷

다음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0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1

사용 가능한 출력이 없습니다.

포트 링크 이벤트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13 show port-config internal link-events

이전 값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6단계 이후의 MDS 값 및 카운터:rtp-san-23-02-9513 port-channel 237 - Sender Side
- fc13/1



인터페이스 카운터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interface fc13/1 counters

6단계 이후의 MDS 카운터에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n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input LRR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output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LRR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B2B 크레딧을 0- +3531에서 전송합니다.
0에서 B2B 신용 전환 수신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receive B2B credit remained - 250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전송 B2B 크레딧이 남음 - 0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수퍼바이저 수준 하드웨어 감지된 오류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errors module 13

|------------------------------------------------------------------------|

| Device:Tbird Fwd Driver         Role:L2                      Mod:13    |

| Last cleared @ Wed Nov 28 15:36:11 2012| Device Statistics Category :: ERROR

|------------------------------------------------------------------------|

Instance:0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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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THB_EPR3_CNT_GOOD_SF_DROP                0000000000000537   1-12 - 0000000000000591     +54

497  THB_EPR3_CNT_GOOD_PKT_DROP               0000000000000537   1-12 - 0000000000000591     +54

509  THB_EPR3_CNT_OTHER_DROP                  0000000000000537   1-12 - 0000000000000591     +54

수퍼바이저 패킷-플로우 삭제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flow dropped module 13

|------------------------------------------------------------------------|

| Device:Tbird Fwd Driver         Role:L2                      Mod:13    |

| Last cleared @ Wed Nov 28 15:36:11 2012

|------------------------------------------------------------------------|

Instance:0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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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THB_EPR3_CNT_GOOD_SF_DROP                0000000000000537   1-12 - 0000000000000591     +54

497  THB_EPR3_CNT_GOOD_PKT_DROP               0000000000000537   1-12 - 0000000000000591     +54

509  THB_EPR3_CNT_OTHER_DROP                  0000000000000537   1-12 - 0000000000000591     +54

라인 카드 OBFL 오류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logging onboard module 13 error-stats

rtp-san-23-02-9513# show logging onboard module 13 error-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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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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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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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STATISTICS INFORMATION FOR DEVICE DEVICE: FC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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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                                |         |    Time Stamp  

     Range        |    Error Stat Counter Name     |  Count  |MM/DD/YY HH:MM: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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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13/13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776      |12/17/12 08:28:38

fc13/1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777      |12/17/12 08:28:38

fc13/13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695      |12/17/12 08:28:18

fc13/1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697      |12/17/12 08:28:18

fc13/13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628      |12/17/12 08:27:58

fc13/1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27139    |12/17/12 08:27:58

fc13/1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630      |12/17/12 08:27:58

fc13/13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541      |12/17/12 08:27:38

fc13/1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543      |12/17/12 08:27:38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시간 초과 삭제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timeout-drops module 13

show logging onboard timeout-drops를 구문 분석할 때 구문 오류가 발생합니다.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요청 시간 초과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request-timeout module 13

show logging onboard request-timeout을 구문 분석할 때 구문 오류가 발생합니다.

크레딧몬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process creditmon credit-loss-events module 13

이전 값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라인 카드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13

rtp-san-23-02-9513#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1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13    |

| Last cleared @ Wed Nov 28 15:36:11 2012

|------------------------------------------------------------------------|

Instance:0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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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THB_TMM_TIMEOUT_STATS_DROP               0000000000027128   1-6 -  0000000000027230    +102

1001 THB_RPB_OUT_PKT_CNT                      0000000000897031   1 -    0000000000897076     +45

1002 THB_RPB_NC_FRM_CNT                       0000000000320352   1 -    0000000000320358     +6

1003 THB_RPB_LP_FRM_CNT                       0000000000320352   1 -    0000000000320358     +6

1016 THB_TMM_PORT_TBBZ_CH0                    0000000000050587   1 -    0000000000053961  +3374

1028 THB_TMM_PORT_TWAIT_CNT                   0000032055488369   1 -    0000034152485776 

+2096997407

1033 THB_TMM_PORT_TX_FRAME_CNT                0000000001098361   1 -    0000000001131514  +33153

1048 IP_FCMAC_CNT_STATS_DATA_TX_CLASS3_FRAMES 0000000000521794   1 -    0000000000554912  +33118

1097 THB_RXF_TO_LB_CNT                        0000000000320357   1 -    0000000000320363     +6

1117 THB_TMM_TOLB_LB_CNT                      0000000000320352   1 -    0000000000320358     +6

1118 THB_TMM_TOLB_TO_CNT                      0000000000027144   1 -    0000000000027246   +102

1122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0000000000027139   1 -    0000000000027241   +102

라인 카드 신용 정보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lot 13 show hard internal credit-info port 1

rtp-san-23-02-9513# slot 13 show hard internal credit-info port 1

  ======== Device Credit Information - R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1  |  0/0 |     Tbird Mac Driver |       0xfa |     0x0 |   Full |

+------+------+----------------------+------------+---------+--------+

   ======== Device Credit Information - T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1  |  0/0 |     Tbird Mac Driver |      0x1f4 |   0x1f4 |   Full |

+------+------+----------------------+------------+---------+--------+

라인 카드 대기 중인 패킷



다음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0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1

사용 가능한 출력이 없습니다.

포트 링크 이벤트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13 show port-config internal link-events

이전 값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7단계 이후의 MDS 값 및 카운터:rtp-san-23-01-9513 port-channel 237 - 슬로우 드레
인 사이드 - fc4/9

인터페이스 카운터 - fc4/9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interface fc4/9 counters

다음은 7단계 이후의 MDS 카운터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in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input LRR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output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LRR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전송 B2B 크레디트 전환을 0 - 0에서 이전 값과 변동 없음
0에서 +57467까지의 B2B 크레딧을 받습니다.
receive B2B credit remaining - 0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Transmit B2B credit remaining - 250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수퍼바이저 수준 하드웨어 감지된 오류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errors module 4



|------------------------------------------------------------------------|

| Device:Tbird Fwd Driver         Role:L2                      Mod: 4    |

| Device Statistics Category :: ERROR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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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THB_EPR1_CNT_GOOD_SF_DROP                0000000000000615   9-16 - 0000000000000708     +93

427  THB_EPR1_CNT_GOOD_PKT_DROP               0000000000000615   9-16 - 0000000000000708     +93

439  THB_EPR1_CNT_OTHER_DROP                  0000000000000615   9-16 - 0000000000000708     +93

|------------------------------------------------------------------------|

| Device:Tbird Xbar Driver        Role:FABRIC                  Mod: 4    |

| Device Statistics Category :: ERROR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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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  EFI-1: Dropped packets                        0000000000000615   9-12 -

0000000000000708     +93

2142 EFI1_INT: Super-frame EOF before EOP errors   0000000000000170   9-12 -

0000000000000197     +27

2143 EFI1_INT: Vegas-2 super-frame too short error 0000000000000170   9-12 -

0000000000000197     +27

수퍼바이저 패킷-플로우 삭제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flow dropped module 4

rtp-san-23-01-9513#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flow dropped module 4

|------------------------------------------------------------------------|

| Device:Tbird Xbar Driver        Role:FABRIC                  Mod: 4    |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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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EFI-1: Dropped packets                   0000000000000626   9-12 - 0000000000000719     +93

|------------------------------------------------------------------------|

| Device:Tbird Que Driver         Role:QUE                     Mod: 4    |

|------------------------------------------------------------------------|

|------------------------------------------------------------------------|

| Device:Tbird Fwd Driver         Role:L2                      Mod: 4    |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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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THB_EPR1_CNT_GOOD_SF_DROP                0000000000000626   9-16 - 0000000000000719     +93

427  THB_EPR1_CNT_GOOD_PKT_DROP               0000000000000626   9-16 - 0000000000000719     +93

439  THB_EPR1_CNT_OTHER_DROP                  0000000000000626   9-16 - 0000000000000719     +93

라인 카드 OBFL 오류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logging onboard module 4 error-stats

rtp-san-23-01-9513# show logging onboard module 4 error-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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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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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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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STATISTICS INFORMATION FOR DEVICE DEVICE: FC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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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                                |         |    Time Stamp  

    Range        |    Error Stat Counter Name     |  Count  |MM/DD/YY HH:MM: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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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88408   |12/17/12 09:28:40

fc4/13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1885     |12/17/12 09:28:40

fc4/13             |FCP_SW_CNTR_CREDIT_LOSS         |188      |12/17/12 09:28:40

fc4/9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886      |12/17/12 09:28:4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67625   |12/17/12 09:28:20

fc4/13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1711     |12/17/12 09:28:20

fc4/13             |FCP_SW_CNTR_CREDIT_LOSS         |171      |12/17/12 09:28:20

fc4/9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791      |12/17/12 09:28:2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47760   |12/17/12 09:28:00

fc4/13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1538     |12/17/12 09:28:00

fc4/13             |FCP_SW_CNTR_CREDIT_LOSS         |153      |12/17/12 09:28:00

fc4/9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716      |12/17/12 09:28:0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27337   |12/17/12 09:27:40

fc4/13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1365     |12/17/12 09:27:40

fc4/13             |FCP_SW_CNTR_CREDIT_LOSS         |136      |12/17/12 09:27:40

fc4/9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636      |12/17/12 09:27:4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06474   |12/17/12 09:27:20

fc4/13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1192     |12/17/12 09:27:20

fc4/13             |FCP_SW_CNTR_CREDIT_LOSS         |119      |12/17/12 09:27:20

fc4/9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574      |12/17/12 09:27:20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시간 초과 삭제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timeout-drops module 4

rtp-san-23-01-9513#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timeout-drops modu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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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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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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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STATISTICS INFORMATION FOR DEVICE DEVICE: FC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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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                                |         |    Time Stamp  

     Range        |    Error Stat Counter Name     |  Count  |MM/DD/YY HH:MM: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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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88408   |12/17/12 09:28:4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67625   |12/17/12 09:28:2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47760   |12/17/12 09:28:0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27337   |12/17/12 09:27:4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06474   |12/17/12 09:27:20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요청 시간 초과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request-timeout module 4

이전 값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크레딧몬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process creditmon credit-loss-events module 4

fc4/9에 대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라인 카드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9

rtp-san-23-01-9513#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9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 4    |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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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THB_RCM_RCP5_RBBZ_CH0                    0000000000054989   9 -    0000000000058489   +3500

1002 THB_RPB_NC_FRM_CNT                       0000000000565760   9 -    0000000000565766      +6

1044 IP_FCMAC_CNT_STATS_DATA_RX_CLASS3_FRAMES 0000000000571568   9 -    0000000000607292  +35724

1045 IP_FCMAC_CNT_STATS_DATA_RX_CLASSF_FRAMES 0000000000329947   9 -    0000000000329966     +19

1048 IP_FCMAC_CNT_STATS_DATA_TX_CLASS3_FRAMES 0000000000000032   9 -    0000000000000032      +0

1049 IP_FCMAC_CNT_STATS_DATA_TX_CLASSF_FRAMES 0000000000329973   9 -    0000000000329998     +25

1097 THB_RXF_TO_LB_CNT                        0000000000565760   9 -    0000000000565766      +6

1117 THB_TMM_TOLB_LB_CNT                      0000000000565760   9 -    0000000000565766      +6

라인 카드 신용 정보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4 show hard internal credit-info port 9

이전 값과 다른 변경 사항은 없지만 모든 RX 크레딧이 사용되고 6개의 추가 크레딧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출력의 예입니다.

rtp-san-23-01-9513# slot 4 show hard internal credit-info port 9

   ======== Device Credit Information - R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9  |  0/0 |     Tbird Mac Driver |      0x1f4 |   0x1fa |   Full |

+------+------+----------------------+------------+---------+--------+

   ======== Device Credit Information - T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9  |  0/0 |     Tbird Mac Driver |       0xfa |     0x0 |   Full |

+------+------+----------------------+------------+---------+--------+

라인 카드 대기 중인 패킷

다음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0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1

이는 하나 이상의 패킷이 대상 인덱스 xC에 대기됨을 나타냅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포트 fc4/13입니
다.

rtp-san-23-01-9513# show port internal info interface fc4/13

fc4/13 - if_index: 0x0118C000, phy_port_index: 0xc

     local_index: 0xc

000001은 Thunderbird ASIC 인스턴스 1의 첫 번째 포트를 나타냅니다. 모델 DS-X9232-256K9의
경우 인스턴스 1은 포트 9-16에 대한 것이므로 fc4/9가 fc4/13으로 전송되는 패킷을 나타내는 것입
니다.

모델 DS-X9248-256K9의 경우 각 Thunderbird 인스턴스는 12개의 포트를 처리하므로 인스턴스
1은 포트 13에서 시작됩니다.

rtp-san-23-01-9513#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0

+-------------------------------------------------------------------------------

| IQM: PG0 Status Memory for Tbird Que Driver

| Inst 1; port(s) 9-16

|

0이 아닌 항목만 표시됩니다.0이 아닌 각 비트는 해당 IB에 대해 VOQ에서 보류 중인 프레임을 나타
냅니다.

+----------+--------+--------+--------+--------+

| GI (Hex) | Prio 0 | Prio 1 | Prio 2 | Prio 3 |

+----------+--------+--------+--------+--------+

|        c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1 |

+----------+--------+--------+--------+--------+

        ^                                   ^

        |                                   |

egress port (slow)                       ingress port

rtp-san-23-01-9513#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1

+-------------------------------------------------------------------------------

| IQM: PG1 Status Memory for Tbird Que Driver

| Inst 1; port(s) 9-16

|



0이 아닌 항목만 표시됩니다.

포트 링크 이벤트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4 show port-config internal link-events

이전 값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9단계 이후의 MDS 값 및 카운터:rtp-san-23-01-9513 fc4/13 - 저속 장치에 연결된 포
트

인터페이스 카운터 - fc4/13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interface fc4/13 counters

이는 9단계 이후의 MDS 카운터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있는 경우).

in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력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입력 LRR - +18.
입력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discards - 이전 값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output OL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LRR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output NOS - 이전 값과 변경되지 않습니다.

0 +27에서 B2B 크레딧을 전송합니다.
0 +27에서 B2B 신용 전환 수신.
receive B2B credit remained - 32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전송 B2B 크레딧이 남음 - 0 - 이전 값과 변동 없음

수퍼바이저 수준 하드웨어 감지된 오류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errors module 4

rtp-san-23-01-9513# show hardware internal errors modu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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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ware errors as reported in modu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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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 4    |

| Device Statistics Category :: ERROR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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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THB_TMM_TIMEOUT_STATS_DROP               0000000000668774   13-16 - 0000000000701235 +32461

1823 THB_TMM_PORT_FRM_DROP_CNT                0000000000668790   13 -    0000000000701251 +32461

1922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0000000000668790   13 -    0000000000701251 +32461

|------------------------------------------------------------------------|

| Device:Tbird Fwd Driver         Role:L2                      Mod: 4    |

| Device Statistics Category :: ERROR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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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THB_EPR1_CNT_GOOD_SF_DROP                0000000000000615   9-16 - 0000000000000708     +97

427  THB_EPR1_CNT_GOOD_PKT_DROP               0000000000000615   9-16 - 0000000000000708     +97

439  THB_EPR1_CNT_OTHER_DROP                  0000000000000615   9-16 - 0000000000000708     +97

|------------------------------------------------------------------------|

| Device:Tbird Xbar Driver        Role:FABRIC                  Mod: 4    |

| Device Statistics Category :: ERROR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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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  EFI-1: Dropped packets                        0000000000000615   9-12 -

0000000000000708     +97

2142 EFI1_INT: Super-frame EOF before EOP errors   0000000000000170   9-12 -

0000000000000197     +27

2143 EFI1_INT: Vegas-2 super-frame too short error 0000000000000170   9-12 -

0000000000000197     +27

수퍼바이저 패킷-플로우 삭제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flow dropped module 4

rtp-san-23-01-9513#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flow dropped module 4

|------------------------------------------------------------------------|

| Device:Tbird Xbar Driver        Role:FABRIC                  Mod: 4    |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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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EFI-1: Dropped packets                   0000000000000626   9-12 - 0000000000000719     +93

|------------------------------------------------------------------------|

| Device:Tbird Fwd Driver         Role:L2                      Mod: 4    |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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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THB_EPR1_CNT_GOOD_SF_DROP                0000000000000626   9-16 - 0000000000000719     +93

427  THB_EPR1_CNT_GOOD_PKT_DROP               0000000000000626   9-16 - 0000000000000719     +93



439  THB_EPR1_CNT_OTHER_DROP                  0000000000000626   9-16 - 0000000000000719     +93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 4    |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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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THB_TMM_TIMEOUT_STATS_DROP               0000000000673431   13-16 -0000000000705719  +32288

1823 THB_TMM_PORT_FRM_DROP_CNT                0000000000673447   13 -   0000000000705735  +32288

1922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0000000000673447   13 -   0000000000705735  +32288

라인 카드 OBFL 오류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logging onboard module 4 error-stats

rtp-san-23-01-9513# show logging onboard module 4 error-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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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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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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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STATISTICS INFORMATION FOR DEVICE DEVICE: FC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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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                                |         |    Time Stamp  

     Range        |    Error Stat Counter Name     |  Count  |MM/DD/YY HH:MM: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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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88408   |12/17/12 09:28:40

fc4/13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1885     |12/17/12 09:28:40

fc4/13             |FCP_SW_CNTR_CREDIT_LOSS         |188      |12/17/12 09:28:40

fc4/9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886      |12/17/12 09:28:4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67625   |12/17/12 09:28:20

fc4/13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1711     |12/17/12 09:28:20

fc4/13             |FCP_SW_CNTR_CREDIT_LOSS         |171      |12/17/12 09:28:20

fc4/9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791      |12/17/12 09:28:2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47760   |12/17/12 09:28:00

fc4/13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1538     |12/17/12 09:28:00

fc4/13             |FCP_SW_CNTR_CREDIT_LOSS         |153      |12/17/12 09:28:00

fc4/9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716      |12/17/12 09:28:0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27337   |12/17/12 09:27:40

fc4/13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1365     |12/17/12 09:27:40

fc4/13             |FCP_SW_CNTR_CREDIT_LOSS         |136      |12/17/12 09:27:40

fc4/9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636      |12/17/12 09:27:4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06474   |12/17/12 09:27:20

fc4/13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1192     |12/17/12 09:27:20

fc4/13             |FCP_SW_CNTR_CREDIT_LOSS         |119      |12/17/12 09:27:20

fc4/9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574      |12/17/12 09:27:20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시간 초과 삭제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timeout-drops module 4

rtp-san-23-01-9513#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timeout-drops modu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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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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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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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STATISTICS INFORMATION FOR DEVICE DEVICE: FC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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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                                |         |    Time Stamp  

     Range        |    Error Stat Counter Name     |  Count  |MM/DD/YY HH:MM: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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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88408   |12/17/12 09:28:4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67625   |12/17/12 09:28:2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47760   |12/17/12 09:28:0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27337   |12/17/12 09:27:40

fc4/13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606474   |12/17/12 09:27:20

라인 카드 OBFL 흐름 제어 요청 시간 초과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request-timeout module 4

이전 값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크레딧몬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how process creditmon credit-loss-events module 4

rtp-san-23-01-9513# show process creditmon credit-loss-events module 4

       Module: 04      Credit Loss Event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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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face |  Total |          Timestamp          |

|           | Ev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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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4/13    |    205 | 1. Mon Dec 17 09:28:59 2012 |

|           |        | 2. Mon Dec 17 09:28:58 2012 |

|           |        | 3. Mon Dec 17 09:28:57 2012 |

|           |        | 4. Mon Dec 17 09:28:56 2012 |

|           |        | 5. Mon Dec 17 09:28:55 2012 |

|           |        | 6. Mon Dec 17 09:28:54 2012 |

|           |        | 7. Mon Dec 17 09:28:52 2012 |

|           |        | 8. Mon Dec 17 09:28:51 2012 |

|           |        | 9. Mon Dec 17 09:28:50 2012 |

|           |        |10. Mon Dec 17 09:28:49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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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카드 통계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제공합니다.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13

rtp-san-23-01-9513#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13



|------------------------------------------------------------------------|

| Device:Tbird Mac Driver         Role:FCMAC                   Mod: 4    |

|------------------------------------------------------------------------|

Instance:1

ID   Name                                     Value              Ports  Next value(30sec)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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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THB_RCM_RCP0_RBBZ_CH0                    0000000000000189   13 -   0000000000000216     +27

272  THB_TMM_TIMEOUT_STATS_DROP               0000000000675772   13-16 -0000000000708489  +32717

1816 THB_TMM_PORT_TBBZ_CH0                    0000000000045018   13 -   0000000000045045     +27

1821 THB_TMM_PORT_NP_CNT                      0000000000068432   13 -   0000000000071888   +3456

1822 THB_TMM_PORT_TOLB_FRM_SENT_CNT           0000000000565760   13 -   0000000000565766      +6

1823 THB_TMM_PORT_FRM_DROP_CNT                0000000000675788   13 -   0000000000708505  +32717

1828 THB_TMM_PORT_TWAIT_CNT                   0000069165935092   13 -   0000072511847155

+3345912063

1833 THB_TMM_PORT_TX_FRAME_CNT                0000000000068432   13 -   0000000000071888   +3456

1844 IP_FCMAC_CNT_STATS_DATA_RX_CLASS3_FRAMES 0000000000000237   13 -   0000000000000264     +27

1848 IP_FCMAC_CNT_STATS_DATA_TX_CLASS3_FRAMES 0000000000068427   13 -   0000000000071883   +3456

1896 THB_RXF_NP_CNT                           0000000000000261   13 -   0000000000000288     +27

1897 THB_RXF_TO_LB_CNT                        0000000000565760   13 -   0000000000565766      +6

1900 THB_RXF_SPARE_CNT                        0000000000566021   13 -   0000000000566054     +33

1901 THB_TMM_CH_CNT_CH0                       0000000000068432   13 -   0000000000071888   +3456

1911 THB_TMM_TO_CNT_CLASS_3                   0000000000675788   13 -   0000000000708505  +32717

1917 THB_TMM_TOLB_LB_CNT                      0000000000565760   13 -   0000000000565766      +6

1918 THB_TMM_TOLB_TO_CNT                      0000000000675788   13 -   0000000000708505  +32717

1922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0000000000675788   13 -   0000000000708505  +32717

라인 카드 신용 정보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4 show hard internal credit-info port 13

이전 값과 다른 변경 사항은 없지만 모든 TX 크레딧이 사용됩니다.다음은 출력의 예입니다.

rtp-san-23-01-9513

   ======== Device Credit Information - R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13  | 16/0 |     Tbird Mac Driver |       0x20 |     0x0 |   Full |

+------+------+----------------------+------------+---------+--------+

   ======== Device Credit Information - TX ========

+------+------+----------------------+------------+---------+--------+

| PORT | SI/  |     DEVICE NAME      |  CREDITS   | CREDITS |   BW   |

|  NO  | PRIO |                      | CONFIGURED |  USED   |  MODE  |

+------+------+----------------------+------------+---------+--------+

|  13  | 16/0 |     Tbird Mac Driver |       0x80 |    0x80 |   Full |

+------+------+----------------------+------------+---------+--------+

라인 카드 대기 중인 패킷

다음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0

slot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1



출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7단계, Linecard Queued Packets 이후의 MDS Values and Counters를 참조하십시오.

포트 링크 이벤트

이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slot 4 show port-config internal link-events

이전 값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테스트 3:포트 모니터 - 저속 포트 에뮬레이션 - R_RDY 지연
1500000us(1.5초)

R-RDY 지연이 1500000us(1.5초)인 이 포트 모니터, 느린 포트 에뮬레이션 테스트는 Cisco
DCNM(Data Center Network Manager), 릴리스 6.1(1a)을 기반으로 합니다.

포트 모니터 정책 생성

다음 명령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출력이 제공됩니다.

rtp-san-23-01-9513(config)# port-monitor name edmgen4slowdrain

rtp-san-23-01-9513(config-port-monitor)#

rtp-san-23-01-9513(config)# port-monitor activate edmgen4slowdrain

rtp-san-23-01-9513(config)# show port-monitor active

Policy Name  : edmgen4slowdrain

Admin status : Active

Oper status  : Active

Port type    : All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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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nter                  Threshold  Interval Rising Threshold event Falling Threshold  event

PMON Port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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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k Loss                Delta      60       5                4     1                  4     Not

enabled

Sync Loss                Delta      60       5                4     1                  4     Not

enabled

Signal Loss              Delta      60       5                4     1                  4     Not

enabled

Invalid Words            Delta      60       1                4     0                  4     Not

enabled

Invalid CRC's            Delta      60       5                4     1                  4     Not

enabled

TX Discards              Delta      60       200              4     10                 4     Not

enabled

LR RX                    Delta      60       5                4     1                  4     Not

enabled

LR TX                    Delta      60       5                4     1                  4     Not



enabled

Timeout Discards         Delta      60       200              4     10                 4     Not

enabled

Credit Loss Reco         Delta      1        1                4     0                  4     Not

enabled

TX Credit Not Available  Delta      1        10               4     0                  4     Not

enabled

RX Datarate              Delta      60       80%              4     20%                4     Not

enabled

TX Datarate              Delta      60       80%              4     20%                4     Not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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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p-san-23-01-9513(config)#

테스트 다시 실행

약 60초 동안 R_RDY 지연 1500000us(1.5초)와 함께 테스트 2를 다시 실행합니다.

임계값 관리자 로그 보기

Device Manager(디바이스 관리자) > Logs(로그) > Switch Resident(스위치 상주) > Threshold
Manager(임계값 관리자)로 이동하여 Threshold Manager 로그를 확인합니다.

참고:이 이미지는 다른 시간에 촬영되었으며 이 예제 테스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텍스트 형식의 테스트 3에 대한 임계값 관리자 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EventId, Id    Time     Description    

4, 1    2012/12/10-14:51:14    fcIfTxWtAvgBBCreditTransitionToZero.18399232=20 >= 10:65500, 4



WARNING(4)Rising

4, 2    2012/12/10-14:51:15    fcIfCreditLoss.18399232=1 >= 1:65500, 4 WARNING(4)Rising

4, 3    2012/12/10-14:51:19    fcIfCreditLoss.18399232=0 <= 0:65500, 4 WARNING(4)Falling

4, 4    2012/12/10-14:51:20    fcIfCreditLoss.18399232=1 >= 1:65500, 4 WARNING(4)Rising

4, 5    2012/12/10-14:51:29    fcIfCreditLoss.18399232=0 <= 0:65500, 4 WARNING(4)Falling

4, 6    2012/12/10-14:51:30    fcIfCreditLoss.18399232=1 >= 1:65500, 4 WARNING(4)Rising

4, 7    2012/12/10-14:51:40    fcIfCreditLoss.18399232=0 <= 0:65500, 4 WARNING(4)Falling

4, 8    2012/12/10-14:51:41    fcIfCreditLoss.18399232=1 >= 1:65500, 4 WARNING(4)Rising

4, 9    2012/12/10-14:51:43    fcIfLinkResetOuts.18399232=25 >= 5:65500, 4 WARNING(4)Rising

4, 10    2012/12/10-14:51:43    fcIfTimeOutDiscards.18399232=30387 >= 200:65500, 4

WARNING(4)Rising

4, 11    2012/12/10-14:51:51    fcIfCreditLoss.18399232=0 <= 0:65500, 4 WARNING(4)Falling

4, 12    2012/12/10-14:51:52    fcIfCreditLoss.18399232=1 >= 1:65500, 4 WARNING(4)Rising

4, 13    2012/12/10-14:51:53    fcIfCreditLoss.18399232=0 <= 0:65500, 4 WARNING(4)Falling

4, 14    2012/12/10-14:51:53    fcIfTxWtAvgBBCreditTransitionToZero.18399232=0 <= 0:65500, 4

WARNING(4)Falling

참고:18399232는 ifindex(0x0118C000)이며 fc4/13에 해당합니다.

rtp-san-23-01-9513# show port internal info interface-id 0x0118C000

fc4/13 - if_index: 0x0118C000, phy_port_index: 0xc

    local_index: 0xc

OID(개체 식별자)

fcIfTxWtAvgBBCreditTransitionToZero 1.3.6.1.4.1.9.9.289.1.2.1.1.38

참고:Rx 방향에 OID가 없는 것 같습니다.

fcIfCreditLoss 1.3.6.1.4.1.9.9.289.1.2.1.1.37

fcIfLinkResetOuts - 1.3.6.1.4.1.9.9.289.1.2.1.1.10

fcIfTimeOutDiscards - 1.3.6.1.4.1.9.9.289.1.2.1.1.35

fcIfOutDiscards - 1.3.6.1.4.1.9.9.289.1.2.1.1.36 - not seen above - from notes

부록

카운터 정의

다음은 카운터와 해당 정의입니다.

카운터 정의
201 THB_RCM_RCP0_RBBZ_CH0 ch0의 Rx B2B 크레딧에 대해

0으로 전환한 총 개수이는 일반
적으로 스위치가 병목 현상으로
인해 연결된 장치에 다시 압력
을 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혼잡은 이 디바이스가
통신하는 인터페이스에 Tx B2B
크레딧이 반환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72 THB_TMM_TIMEOUT_STATS_DROP 통계 FIFO가 꽉 차서 시간 초과
통계가 삭제되었습니다.



423 THB_EPR1_CNT_GOOD_SF_DROP 삭제된 수퍼프레임
ACL(Access Control List) 수입
니다.

427 THB_EPR1_CNT_GOOD_PKT_DROP 삭제된 패킷 ACL 수입니다.
439 THB_EPR1_CNT_OTHER_DROP 삭제된 멀티캐스트 패킷

(MCST) 수입니다.
1122 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이그레스 시 시간 초과가 삭제

됩니다.
1816THB_TMM_PORT_TBBZ_CH0 ch0의 Tx B2B 크레딧에 대해

0으로 전환한 총 개수이는 일반
적으로 해당 디바이스의 혼잡으
로 인해 스위치에서 R_RDY를
원천징수하는 연결된 디바이스
때문입니다.

1823 THB_TMM_PORT_FRM_DROP_CNT tolb_path 또는 np 경로에서 삭
제된 프레임 수입니다.

1821 THB_TMM_PORT_NP_CNT 오류 프레임을 포함하여 일반
경로의 프레임 수입니다.

1822 THB_TMM_PORT_TOLB_FRM_SENT_CNT tolb_path에서 전송된 프레임 수
입니다.

1823 THB_TMM_PORT_FRM_DROP_CNT tolb_path 또는 np 경로에서 삭
제된 프레임 수- 이그레스 시 시
간 초과, 오프라인, 중단 삭제 등
의 모든 패킷 삭제 유형을 나타
냅니다.

1828 THB_TMM_PORT_TWAIT_CNT 패킷을 보낼 수 있지만 크레딧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각 주기
를 증가시킵니다.

1833 THB_TMM_PORT_TX_FRAME_CNT 설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844
IP_FCMAC_CNT_STATS_DATA_RX_CLASS3_FRAMES

수신된 클래스 3 프레임 수입니
다.

1848
IP_FCMAC_CNT_STATS_DATA_TX_CLASS3_FRAMES

전송된 클래스 3 프레임 수입니
다.

1896 THB_RXF_NP_CNT 서비스되는 일반 프레임 수입니
다.

1897 THB_RXF_TO_LB_CNT LB 프레임 서비스,서비스되는
시간 초과/LB 프레임 수입니다.

1900 THB_RXF_SPARE_CNT 예비품 없음
1901년 THB_TMM_CH_CNT_CH0 찾을 수 없습니다.
1911년 THB_TMM_TO_CNT_CLASS_3  
1917년 THB_TMM_TOLB_LB_CNT 찾을 수 없습니다.
1918년 THB_TMM_TOLB_TO_CNT 찾을 수 없습니다.
1922THB_TMM_TOLB_TIMEOUT_DROP_CNT 목록에 없습니다.
FCP_SW_CNTR_RX_WT_AVG_B2B_ZERO 인터페이스가 100ms에 대해 0

Rx B2B 크레딧에 있었던 횟수
.이는 일반적으로 스위치가 통
신 중인 디바이스 경로의 혼잡
으로 인해 해당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디바이스에 R_RDY를
보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FCP_SW_CNTR_TX_WT_AVG_B2B_ZERO 인터페이스가 100ms 동안 0Tx
B2B 크레딧에 있었던 횟수.이
는 일반적으로 해당 인터페이스



에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혼잡을
나타냅니다.

FCP_SW_CNTR_FORCE_TIMEOUT_ON 이 포트에서 'system timeout
no-credit-drop' 임계값에 도달한
횟수입니다.포트가 지정된 시간
동안 Tx B2B 크레딧이 0인 경우
포트가 라인 레이트로 패킷을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FCP_SW_CNTR_FORCE_TIMEOUT_OFF 포트가 'system timeout no-
credit-drop' 조건에서 복구된 횟
수;이는 일반적으로 R_RDY가
반환되었거나 LR/LRR이 발생
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FCP_SW_CNTR_CREDIT_LOSS 포트에서 신용 손실 복구를 통
과한 횟수이는 F 포트가 1초 동
안 0Tx B2B 크레딧이거나
1.5초 동안 E 포트가 0Tx B2B
크레딧인 경우 발생합니다.스위
치에서 LR(Link Reset)을 시작
하여 손실 크레딧을 복구합니다
.

각 스위치에 실행된 명령

다음은 rtp-san-23-02-9513 스위치에 대해 실행된 명령입니다.

시계 표시●

show interface fc13/1●

show interface fc13/13●

show interface fc13/1 카운터●

show interface fc13/13 counters●

show hardware internal errors module 13●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 flow dropped module 13●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module 13 pktflow dropped●

show logging onboard module 13 error-stats●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timeout-drops module 13●

show logging onboard flow-control request-timeout module 13●

show process creditmon credit-loss-events 모듈 13●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1●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13●

slot 13 show hard internal credit info port 1●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credit-info port 13●

슬롯 13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0 memory iqm-statusmem0●

slot 13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0 memory iqm-statusmem1●

슬롯 13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0●

슬롯 13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1●

slot 13 show port-config internal link-events●

**끝●

다음은 rtp-san-23-01-9513 스위치에 대해 실행된 명령입니다.



   

시계 표시●

show interface fc4/9●

show interface fc4/13●

show interface fc4/9 카운터●

show interface fc4/13 카운터●

하드웨어 내부 오류 모듈 4 표시●

show hardware internal packet flow dropped module 4●

하드웨어 내부 통계 모듈 4 pktflow 삭제●

show logging onboard module 4 error stats●

show logging onboard flow control timeout-drops module 4●

show logging onboard flow control request-timeout module 4●

show process creditmon credit-loss-events 모듈 4●

슬롯 4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9●

슬롯 4 show hardware internal statistics device fcmac all port 13●

slot 4 show hard internal credit info port 9●

slot 4 show hard internal credit info port 13●

슬롯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0●

슬롯 4 show hardware internal que inst 1 memory iqm-statusmem1●

슬롯 4 show port-config internal link event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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