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코 서비스 뉴스레터 2012년 6월호의 기술문서는, 지난 4월호 뉴스레터 피드백을 통해서 고객/파트너 분들
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코 Nexus 7000 스위치’ 트러블슈팅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또한, 필드에서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시스코 Nexus 7000 스위치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 것으
로 판단되어 도움이 되고자 문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Korea TAC에서 기술지원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기본적인 내용들도 같이 담았습니다. 

 

TAC에 case가 열리는 내용 중 재미있는 사실은 Nexus 7000 스위치를 비롯한 NX-OS를 사용하는 Nexus 계열 
스위치에서 열리는 케이스 중에는 장애와 직접 연관이 없는 부분에 대한 문의 즉, Nexus 플랫폼의 제약사항, 
기존 Catalyst와 다른 기능, 동작방식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플랫폼(카타리스트 IOS)
과 다른 점에 대해서도 간략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저희 Korea TAC에서 발행하는 기술문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나, 적어도 모든 부분에 걸쳐서 최
소한의 기본이 되는 정도의 정보를 드리기 위한 문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TAC case가 열
린 것 중에서 다른 고객/파트너 분들도 동일한 질문 혹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중간 중간에 Tip 
형태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NX-OS’는 NeXt-generation’ Operating System의 약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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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기존 Catalyst 6500 스위치를 Nexus 7000 스위치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간단한 변한 Tool을 이용하여 Nexus 스위치로 마이그레이션을 잘 마치셨다면, NX-OS 소프트웨어 아키텍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Netstack’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서 기존 IOS와의 명령어 차이점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러블슈팅 측면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나눠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비의 최초 설정,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또한 슬라이드 중간에는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의 Tip을 수록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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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to NX-OS Conversion Tool 이란? 

시스코의  IOS to NX-OS Configuration Conversion Tool 은 Migration작업에 참여하는 Network Engineer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configuration 변환 Tool이며, 또한 Nexus-OS Migration Tool (NXMT)이라고도 합니다.   

 

이 툴은 IOS의 command나 configuration을 그에 상응하는 NX-OS의 값으로 변환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툴의 
사용자는 하나의 txt 형식의 파일 또는 Zip 형식의 여러파일을 업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값으로 변환
된 NX-OS configuration 파일과 exception 파일 즉 Error report 파일을 download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Quick Convertor Option은 사용자가 IOS 구문을 수동으로 입력하고 즉시 NX-OS의 값으로 변환시켜 간
편하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OS to NX-OS Conversion Tool URL 

1) Main page 

- http://tools.cisco.com/nxmt/ 

2) Support page 

- http://tools.cisco.com/nxmt/scope.htm 

 

Conversion가능한 IOS versions 

이 IOS to NX-OS Conversion Tool에서는 다음과 같은 version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스코  서비스 뉴스레터 2012년 4월호를 보시면, 

Korea TAC 김민경 엔지니어가 작성한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사용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http://www.cisco.com/web/KR/Service_Newsletter/2012/PDF/2012_04_2.IOStoNX_OS_Conversion_Too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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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IOS 와 NX-OS는 Software Modularity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NX-OX 소프트웨어의 이해가 Nexus 스위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Nexus7000 은 ‘self-contained network’(독립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분리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unicast 와 multicast를 이용하여 상호 작용을 하게 됩니다. 

-Feature들은 persistence storage 및 message queue와 함께 MTS(Message Transport Service)를 활용합니다. 

 커뮤니이션들 사이에는 inspection tool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Feature의 상태, feature 통신 그리고 queue를 지속적으로 review 합니다. 

 

또한 Linux 기반임으로 가능한 잇점들, 예를 들어 멀태태스킹, 멀티쓰레드, 멀티코어, 멀티CPU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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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tack은 Supervisor Engine 위에서 동작하는 다음과 같은 ‘IP stack components’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어  

집니다. 

 

Packet Manger, IPv4, ICMPv4, TCP/UDP, ARP, Adjacency Manager, IPv6, ICMPv6 

 

추가적인 기능으로 Virtualization (VDCs/VRFs), High-Availability (SSO) 등이 있으며 이는 User 영역 안에 구현
되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Netstack은 각각 다른 components들로 구성됩니다. 

Netstack 프로세스는 Packet Manager, IPv4, ICMPv4, 그리고 TCP/UDP로 이루어 집니다. 

ARP, AM, IPv6, ICMPv6는 별도의 독립적인 프로세스들 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은 multi-thread 되어 지고, user space에서 구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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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Catalyst 6500과 Nexus 간의 명령어 차이를 보시려면 아래 URL을 참고 하세요. 

http://docwiki.cisco.com/wiki/Cisco_NX-OS/IOS_Software_Default_Configuration_Differences 

 

각 기능에 따라서 IOS와 NX-OS 간 차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슬라이드는 한 예로써,  

L3 OSPFv2 와 연관된 기능, 성능, 옵션, 기본값 등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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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를 진행하면서 특정 Bug에 해당되면 TAC에서는 해당 버그가 Fixed 된 버전 및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는 특정한 이슈에 해당되는 버그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 각 고객 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능에 대해  

이슈가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는 feature,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를 가지고  

CCO를 통해서 OS를 선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스코 Nexus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권고하는 버전을 CCO에 올려 놓고 권고를 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버전을 사용해야 할지 한번이라도 고민을 하셨다면, 주기적으로 위 홈페이지를 방문 하셔서  

시스코에서 권고하는 버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NX-OS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EoS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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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에서는 troubleshooting에 대한 내용으로 기본적인 프로세서부터 시작해서 TAC case를 Open하기 
전에 수집해야 할 output에 대해서는 기술하였습니다. 

 

NX-OS release note는 아래 URL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9372/prod_release_notes_list.html 

System message logging은 아래 URL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www.cisco.com/en/US/docs/switches/datacenter/sw/system_messages/reference/sl_nxos_book.html 

 

구체적인 증상으로 정의되면 관련된 명령어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 기본적인 장치 정보(H/W, S/W, Feature), Port 정보, L2 연결정보, STP 관련정보, L3 연동정보, 라우팅 정보 

기본적인 Tool (Ping, Trace, etc)를 이용한 간단한 테스트 및 관련 정보 수집 

 

물리적인 포트 연결 상태 확인 

1) 연결 미디어 상태 확인 (copper, optical, fiber type) 

2) 미디어의 연결상태가 끊어졌는지, 피해를 입었는지? 

3) 포트 및 모듈의 LED 상태가 green으로 올바르게 점등 되어 있는지? 

4) VDC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각 인터페이스가 각 VDC에 올바르게 할당되어 있는지? (vdc membership) 

5) 각 인터페이스의 운영상태가 올바른지? (show interface brief) 

 

L2 연결 상태 확인에 도움이 되는 명령어 

show vlan all-ports : 필요한 인터페이스들이 동일 vlan에 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show port-channel : 포트채널 그룹에 속한 포트들이 동일한 seed, duplex, trunk mode로 설정 

show running-config spanning-tree : 연동장비에 동일한 Spanning Tree Protocol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show processes | include ER : 중요한 Layer 2 프로세스가 error 상태에 있는지 확인 하기 

show spanning-tree blockedports : STP에 의해서 block된 포트  확인 

show mac address-table dynamic vlan : 각 node에 대한 learning 상태 및 aging 상태 확인 

 

L3 연결 상태 확인 

1) Default gateway는 올바르게 설정 되어 있는가? 

2) 동일한 dynamic routing protocol이 구동되는 domain 내에 동일한 parameter로 설정 되어 있는가? 

3) 문제가 되는 경로에 대한 Access List, route map 혹은 라우팅 업데이트를 반행하는 설정이 있는가?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1 Cisco System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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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서 발생한 문제를 트러블슈팅 혹은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가 될 것 입니다. 

위의 명령어들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버전을 우선확인하
고, 특정 설정(config) 및 최근에 발생한 logging 그리고 process 확인과 더불어 최근 수행되었던 명령어 들을 
보는 것으로 부터 시작 됩니다. 

 

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펼쳐 놓고 각 장비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위주로 보
면서 이슈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1 Cisco System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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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기반(symptom-based) 문제해결 접근은 다음 각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를 특정 영역 혹은 기
능으로 분류해서 NX-OS에 발생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장비간에 운영되는 많은 프로토콜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장비 혹은 특정 기능을 찾아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나, 이렇게 특정 증상을 기반한 
narrow-down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 나간다면 문제는 ‘한 문장’ 혹은 ‘하나의 keyword’로 요약할 수 
있게 되고, CCO를 통한 검색 혹은 TAC을 통한 기술지원을 받을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action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수반되어 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이 되는 NX-OS troubleshooting tools  

-NX-OS CLI에서 제공하는 SPAN 그리고 RSPAN 혹은 Ethanalyzer를 활용하여 Protocol 분석 

-물리적 포트 이슈 확인 혹은 배제 

-스위치 모듈 이슈 확인 혹은 배제 

-Layer2 이슈 규명 혹은 정정 

-Lyaer3 이슈 규명 혹은 정정 

-스위치 업그레이드 실패로 부터의 복구 

-TAC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core dump 혹은 다른 diagnostic 결과 수집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1 Cisco System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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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AC과 함께 Case를 진행해 보셨다면, TAC 엔지니어로 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
으실 것입니다. 

 

어떤 스위치에, 어떤 포트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스위치의 H/W 버전, S/W 버전은? 

네트워크 토폴로지 

문제 발생 전 물리적, 논리적(Vlan, 모듈, 업그레이드) 환경 변화가 있었나? 

문제가 발생한 스위치와 유사한 위치, 설정을 가진 스위치에서도 동일 증상이 발생하나? 

문제가 언제 최초로 발생 했는가? 

문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발생 했는가? 

문제 발생 빈도는? (얼마나 자주 혹은 반복적으로) 

몇 개의 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문제 발생 중에 trace, debug, capture 파일을 수집 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트러블슈팅을 시도 했는가? 

 

실제 이런 질문들은 장애 내용과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나, 문제는 처음 접하는 TAC 엔지니어 한테는 문제는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물론 실제 망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해당 망에 대한 정보/지식/경험이 많음으로써 문제를 금방 이해하지만, 해
당 네트워크에 대해서 처음 접한 TAC 엔지니어는 해당 문제를 다른 관계없는 이슈들과 해당 문제를 분리시키
는 작업이 필요해 지고, 위의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받아지는 결과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해 위의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1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Korea TAC. 11 

TS (TAC) News Letter | Technical Document | 
Troubleshooting | Nexus7k |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간단하게는 몇 개의 show 명령어로 문제를 확인
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들은 추가적인 명령어로 몇 차례 받아서 결과물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더 세밀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장비에서 수집하는 결과물 외에 NX-OS CLI에서 제공되는 tool을 활
용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SPAN 그리고 RSPAN 기능을 이용하여 트래픽 분석기 (예, 와이어샤크)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로 
특정 트래픽을 복사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더불어 CPU로 향하는 트래픽의 경우에는 NX-OS에 탑재된 Ethanalyzer를 활용하여 바로바로 트래픽을 수집하
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트래픽 분석기를 별도로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활용방법은 뒤의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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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catalyst 6500에 비해서 Nexus7000 스위치의 show tech-support 크기가 
증가 했습니다.  물론 증가한 크기만큼 더 많은 로그를 저장하고 있어서 왠만한 문제는 해당 파일을 통해서 분
석이 가능하게 된 점도 있습니다. 

 

장착된 모듈에 따라서 다소 시간차이가 발생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100Mb 정도 수집되므로 콘솔이나 텔렛을 
통해서 show tech을 받는 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처럼 ‘redirect’ 옵션을 사용하여 show tech을 disk에 바로 저장하는 방법
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파일 사이즈가 크므로 추가적인 방법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tac-pac 명령어가 그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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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pac은 Nexu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로 ‘show tech-support detail’ 결과를 disk에 압축하여 저장해 주
는 명령어입니다. 특별히 파일명을 지정하지 않으면 show_tech_output.gz으로 저장이 됩니다. 

 

Disk에 저장된 ‘압축된 show tech’파일은 PC로 다운로드해서 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용하시는 nexus 장비에 이슈가 발생해서 TAC case를 Open 하시려고 show tech을 받아야 한다면 
tac-pac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문 

switch# tac-pac bootflash://showtech.switch1  

 

명령어 

tac-pac [bootflash: | ftp: | scp: | sftp: | slot0: | tftp: | volatile:]  

 

bootflash:  (Optional) Specifies the internal Flash memory.  

ftp:  (Optional) Uses FTP to download the file.  

scp:  (Optional) Uses Secure Copy Protocol (SCP) to download the file.  

sftp:  (Optional) Uses Secure Shell FTP (SFTP) to download the file.  

slot0:  (Optional) Specifies the external Flash memory.  

tftp:  (Optional) Uses Trivial FTP (TFTP) to download the file.  

volatile:  (Optional) Specifies the volatile memory on the device.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1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Korea TAC. 14 

TS (TAC) News Letter | Technical Document | 
Troubleshooting | Nexus7k | 



앞장에서 보신 것처럼 Nexus 스위치의 show tech 사이즈가 크기 특정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면 특정 기능
(feature)에 대해서만 show tech을 받아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show tech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위해서 별도로 특정 show tech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불어서 show tech을 받을 수 없거나 tac-pac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각 feature의 show tech은 위와 같이 각각 enable된 feature에 대해서 수집이 가능합니다. 

 

show tech-support vrrp 

show tech-support ospf 

show tech-support bgp 

show tech-support ospfv3 

show tech-support eigrp 

 

show tech-support details  

 ‘uptime’, ‘version’, ‘modules present’, ‘syslog’ 등의 정보 포함 

show tech-support platform :  

 supervisor (Linecard Manager, XbarManager, PlatformManager etc) 에서 구동되는 모든 플랫폼 레벨 컴포넌
트에 대한 정보 

show tech-support internal module <x> : 

 통계정보, 에러, 예외처리, reset reason 등 모듈과 연관된 특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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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dump는 crash전에 system 과 software의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덤프 파일입니다. 

생성/저장된 덤프파일은 TFTP 서버를 이용하여 disk에 저장된 core dump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Cisco TAC case를 open하기 전 core dump 파일이 생성되었다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 주세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장된 core dump 파일을 보시려면, 

show cores vdc-all 명령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standby engine에 저장된 core dump 파일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dir logflash/sup-remote/core 

 

core dump 파일이 생성 되었다면 show core vdc-all 명령어를 통해서 Core가 저장된 모듈, PID, instance 번호
를 확인하시고 copy 명령어를 이용하여 형식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core:  Enter URL "core://<module-number>/<process-id>[/instance-num]" 

 

각 directory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show cores [ vdc X ]  
logflash:/core/  
logflash:/debug/  
logflash:/log/  
logflash:/generic/  
logflash:/eem_logs/  

 

switch# dir logflash: 

       4096    Jan 07 06:52:25 2010  core/ 

       4096    Jan 07 06:52:25 2010  debug/ 

       4096    Mar 11 07:07:46 2012  eem_logs/ 

      59022    Jun 01 04:00:19 2012  event_archive_1 

      50025    Jun 06 12:20:24 2012  fpm_cplog.9 

       4096    Jan 07 06:52:25 2010  generic/ 

       4096    Jan 07 06:52:25 2010  log/ 

      16384    Jan 07 06:50:40 2010  lost+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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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중에 하나는 log 파일을 확인 하는 것입니다. 

버퍼에 저장된 log는 시스템이 리부팅하면 확인 할 수 없으나 nvram에 저장된 log는 재부팅 후에도 확인이 가
능합니다. 

 

Priority 0, 1, 2에 해당되는 system messages는 supervisor mdoule의 NVRMA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스위치가 리부팅 된 후에도 show logging nvram 명령어를 사용하여 NVRAM에 저장된 syslog 
message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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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OS는 kickstart image 와 system image 두 개로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동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버전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업그레이드와 리부팅 작업은 운영, 유지 관리에 필요한 활동들로써 업그레이드 및 부팅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
다면, 혹시라도 발생 할 수 있는 이슈를 원활히 해결 할 수 있게 됩니다. 

show install all status 명령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install all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우선 체
크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진행 중 어떤 이유에서든 failure가 발생한다면, 시스템은 리부팅이 되고 업그레이드는 실패하게 됩
니다. 

 

이런 이유를 알고 싶다면 show install all failure-reason 명령어를 이용하여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실패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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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device configuration은 internal bootflash에 위치합니다. 

만약 internal bootflash에 문제가 생겼다면, configuration을 잃어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저장과 backup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시세템 부팅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1)The basic input/output system (BIOS)이 loader를 load 합니다. 

2)The loader는 kickstart image를 RAM으로 load하고 kickstart image를 구동합니다. 

3)The kickstart image는 system image를 load하고 구동합니다. 

4)The system image는 startup-configuration file을 읽습니다. 

 

만약, system image가 파손되었다면, 진행이 되지 못하고 error state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system boot sequence를 interrupt 시켜서 BIOS configuration utility로 들어가서 image를 recover 시킬 
수 있습니다. 

 

Caution: The internal sequence goes through four phases between the time that you turn on the system 
and the time that the system prompt appears on your terminal--BIOS, boot loader, kickstart,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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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or module에서 loader> prompt 상태에서 recovery 

 

Caution : 이 단계에서는 init system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이 명령어는 device의 file system을 reformat하게 
됩니다. 이 명령어를 수행하기 전에 backup configuration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loader> 프롬프트는 정상적인 switch# 프롬프트와 완전히 다른 단계 입니다. 

loader> 프롬프트 단계에서는 명령어 자동 완성 기능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모든 명령어를 타이
핑 해야 합니다. 

 

만약 이 loader> 프롬프트 단계에서 tftp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격 서버의 이미지 위치를 full path로 
타이핑 해야 합니다. 

loader> Help 명령어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리스트를 보여 줍니다. 

 

Single supervisor module에서 kickstart image (system error state)가 문제가 생긴 경우 복구는 아래 단계로 진
행하게 됩니다. 

 

1. Enter the local IP address and subnet mask for the system at the loader> prompt, and press Enter.  

loader> set ip 172.16.1.2 255.255.255.0  

2. Specify the IP address of the default gateway.  

loader> set gw 172.16.1.1  

3. Boot the kickstart image file from the required server.  

loader> boot tftp://172.16.10.100/tftpboot/n7000-s1-kickstart-4.0.bin  

 

In this example, 172.16.10.100 is the IP address of the TFTP server, and n7000-s1-kickstart-4.0.bin is the 
name of the kickstart image file that exists on that server.  

The switch(boot)# prompt indicates that you have a usable Kickstart image.  

 

4. Enter the init system command at theswitch(boot)# prompt.  

switch(boot)# in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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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할 수 없는 시스템 재기동은 다음과 같은 case에 발생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프로세스 에러 및 재구동이 불가능한 경우 

-시스템에서 허락된 횟수 보다 많은 횟수 만큼 프로세스가 restart 된 경우 

-시스템에서 허락된 횟수 보다 자주 프로세스 restart가 발생한 경우 

-프로세스 reset 효과는 각 프로세스에 정의된 policy에 의해서 결정된다. 

 복구할 수 없는 reset은 특정 기능 정지, active supervisor restart, supervisor switchover, 혹은 시스템이 
restart 될 수도 있다. 

 

show system reset-reason 명령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reset-reason을 4가지 저장하고 있다.  

이 정보를 자세히 살펴 보면 최근 어떤 이유에 의해서 reset이 발생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모듈이 reset한 정확한 시간에 대한 정보도 획득할 수 있다. 

더불어서 현재 운영 중이 OS 버전 정보도 같이 얻을 수 있다. 

 

show module : serial number 등을 포함하여 ‘module’의 상태 표시 

show system reset-reason : 각 supervisor engine의 reset reason 표시 

show logging nvram : persistent store 에 저장된 severity level이 포함된 syslog 정보 표시 

show system reset-reason module <x> : Displays the reset-reason of a given module if it is shu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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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 (upgrade) 혹은 ISSD (downgrade)는 시스템이 운영 중 OS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스템 운영 중에 행해지는 행위이므로 서비스 영향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위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ISSU를 실행하게 되면 시스템 내부적으로 총 6단계에 걸쳐서 각각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대략적인 시간도 표시가 되어 있으나 장착된 모듈의 수 등
에 따라서 총 소요 시간은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ISSU를 실행하시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ISSU를 통해서 서비스 중 문제 없이 업그레이드가 가능
한지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각 체크 항목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ISSU는 종
료가 됩니다. 해당 내용을 잘 체크하셔서 조금 있다가 다시 시도할지 아니면 해당 이슈를 제거하고 시도할지를 
판단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없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standby supervisor engine을 우선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
다. Standby supervisor engine이 새로운 OS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면, swithchover해서 자신이 새로
운 active engine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막 standby supervisor engine이 모듈을 대상으로 OS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잠시 동안 두 개의 다른 OS 버전으로 supervisor engine이 구동 되는 상태가 됩니다. 

 

두 장의 supervisor engine이 모두 OS 업그레이드가 끝났다면, 이제 곧이어 각각의 I/O (라인카드)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물론 각 라인카드 OS 업그레이드 중에도 서비스 영향은 없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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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I/O 모듈의 control plane 업그레이드를 마쳤다면,  

이제 각 Supervisor engine안의 독립된 영역인 CMP 영역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CMP는 간단히 말씀드려면 독립적인 management 콘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CPU, RAM, Disk를  

가지고 있어서 Nexus 스위치에 전원이 공급되는 한 supervisor engine의 control plane과 독립적으로 구동되면 

서 management 연결을 수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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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or engine, I/O 모듈, CMP OS가 모두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대로 패킷 포워딩을 하는 중에 OS를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이유를 간
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ive supervisor engine은 업그레이드가 될 I/O 모듈쪽으로 업그레이드가 임박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I/O 모듈은 I/O 모듈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ex-netflow, FIB manager)의 정
보를 저장하고 active supervisor로 보내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supervisor에 저장 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I/O 모듈의 control plane 부분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data plane은 여전히 active 상태로 패킷 포워딩을 하게 됩니다. 

 

I/O 모듈의 control plane 업그레이가 완료되면 supervisor 에 저장된 정보가 I/O 모듈로 restore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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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와는 별도로 EPLD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SSU와 함께 반드시 EPLD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사항이므로 같이 업그레이드 하
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에 따라서 혹은 사용하려는 new feature에 따라서 EPLD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EPLD 업그레이드에는 서비스 영향도가 발생하므로 EPLD를 ISSU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 서비
스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계획휴지를 잡으시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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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OS는 사용하는 feature, 하드웨어 성능, 기능에 따라서 별도의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시스템 기반으로 설치가 되지만 어떤 경우는 각 라인카드 별로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
습니다. 

 

라이센스 설치를 하지 않고 feature를 enable해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기간을 ‘grace period’라고 
합니다. 
 

Chassis Serial Numbers  

라이센스는 인스톨이 되어야 하는 샤시의 serial number를 이용해서 발급을 받게 됩니다. 샤시 시리얼 번호로 
받은 라이센스 파일은 다른 시스템에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Swapping out a Chassis  

만약 샤시 불량 등으로 샤시를 교체하셨다면, cisco 라이센싱팀을 contact 하시거나 TAC을 contact 하셔서 해
당 샤시에 필요한 새로운 라이센스 파일을 발급받아서 설치 하셔야 합니다. 과거 라이센스  파일은 새로운 샤
시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Grace Period  

만약 어떤 feature가 특별한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120 day grace period 동
안 해당 feature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평가판 기간이 종료가 되면 해당 feature는 사용할 수 없
게 되므로 반드시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인스톨을 하셔야 합니다. 

 

라이센스 패키지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므로 show license usage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선스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show license host-id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샤시의 serial 
number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show license usage 명령어를 이용하시면 현재 어떤 종류의 라이선스가 설치 되어 있고, 현재 해당 라이
선스와 연관된 feature가 enable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install했지만 관련된 
feature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Unused’로 표시가 되며, 관련된 feature를 enable 한 후에 다시 보게되면 ‘In use’
라고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show license usage 뒤에 각 라이선스 타입을 치시면 해당 라이선스에 해당되는 feature가 보여지게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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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에서 Case 처리를 하다보면 라이센스와 관련된 case가 간혹 열리는데, 라이선스 파일의 발급이 잘 못 된 경
우가 종종 있게 있습니다. 

 

제품 구매 시 라이센스를 정확히 구매하셨고, 올바른 샤시 시리얼 번호로 발급을 받았고, 해당 샤시에 인스톨이 
잘 되었고 activation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 대의 샤시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으시는 경우 종종 다른 샤시에 라이선스 파일을 인스톨하면서 발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센스와 연관된 문제가 생긴다면 적어도 아래 명령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시고 TAC으로 케이스를 열어
주시면 됩니다. 

 

show log  

show license  

show license brief 

show license usages  

show license usages  [각 라이선스 패키지] 

show license hos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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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Guidelines  

포트 인터페이스 설정 전 show module을 통하여 해당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특히 일부 모듈에서 활용하는 dedicate mode 혹은 shared mode 기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Dedicated mode에서는 4개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다면 한 포트만 사용가능하고 나머지 3포트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페이스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FCS-Err is the number of valid size frames with FCS (Frame Check Sequence) errors but no framing errors: 
this is typically a physical issue (cabling, bad port, NIC card,) but can also indicate a duplex mismatch 

 
Align-Err is the number of frames with alignment errors (frames that do not end with an even number of 
octets and have a bad CRC) received on the port; these usually indicate a physical problem (cabling, bad 
port, NIC card,? but can also indicate a duplex mismatch; when the cable is first connected to the port, 
some of these errors may occur; also, if there is a hub connected to the port then collisions between other 
devices on the hub may cause these errors 

 
Runts are frames received that are smaller than the minimum IEEE 802.3 frame size (64 bytes for Ethernet) 
and with a bad CRC; this can be caused by duplex mismatch and physical problems like a bad cable, port, 
or NIC card on the attached device 

 
Late-Coll (Late Collisions) is the number of times that a collision is detected on a particular port late in the 
transmission process; for a 10mbit/s port this is later than 512 bit-times into the transmission of a packet; 
five hundred and twelve bit-times corresponds to 51.2 microseconds on a 10 Mbit/s system; this error can 
indicate a duplex mismatch among other things; for the duplex mismatch scenario the late collision would 
be seen on the half duplex side; as the half duplex side is transmitting, the full duplex side does not wait 
its turn and transmits simultaneously causing a late collision; late collisions can also indicate an Ethernet 
cable/segment that is too long; collisions should not be seen on ports configured as full duplex 

 
Single-Coll (Single Collision) is the number of times one collision occurred before the port transmitted a 
frame to the media successfully; collisions are normal for port configured as half duplex but should not be 
seen on full duplex ports; if collisions are increasing dramatically this points to a highly utilized link or 
possibly a duplex mismatch with the attached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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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oll (Multiple Collision) is the number of times multiple collisions occurred before the port 
transmitted a frame to the media successfully; collisions are normal for port configured as half duplex but 
should not be seen on full duplex ports; if collisions are increasing dramatically this points to a highly 
utilized link or possibly a duplex mismatch with the attached device 
 
 

Excess-Coll (Excessive Collisions) is a count of frames for which transmission on a particular port fails due 
to excessive collisions; an excessive collision happens when a packet has a collision 16 times in a row; the 
packet is then dropped; excessive collisions is typically an indication that the load on the segment needs to 
be split across multiple segments but can also point to a duplex mismatch with the attached device; 
collisions should not be seen on ports configured as full duplex 
 
 

Undersize are frames received that are smaller than the minimum IEEE 802.3 frame size 
of 64bytes long (excluding framing bits, but including FCS octets) that were otherwise well formed; check 
the device sending out these frames 
 
 

Giants exceed the maximum IEEE 802.3 frame size (1518 bytes for non-jumbo Ethernet); 
try to find the offending device and remove it from the network? 
 
 

Carri-Sen (Carrier Sense) occurs every time an Ethernet controller wants to send data on a half duplex 
connection; the controller senses the wire and check if it is not busy before transmitting; this is normal on 
an half-duplex Ethernet segment 

 

www.cisco.com/warp/public/473/164.html#show_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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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OS는 인터페이스가 down이 된 경우 자세한 내용, 즉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 줍니다. 

 

포트 레벨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스위치 로그와 함께 해당 모듈의 포트 레벨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같이 보면 조
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예처럼, 

특정 시간대 발생한 아래 로깅과 함께 특정 포트에 발생한 system 레벨의 로깅을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 

 

Jan  4 06:54:59 switch %PORT_CHANNEL-3-COMPAT_CHECK_FAILURE: speed is not compatible  

 

2) FSM:<e1/7> Transition at 647114 usecs after Tue Jan  4 06:54..  

    Previous state: [ETH_PORT_FSM_ST_INIT_EVAL]  

    Triggered event: [ETH_PORT_FSM_EV_IE_ERR_DISABLED_CAP_MISMATCH]   

    Next state: [ETH_PORT_FSM_ST_IF_DOWN_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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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은 vPC 트러블슈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vPC 구성 상태에서 이슈가 생긴 경우라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show running-config vpc 

 show vpc 

 show vpc peer-keepalive 

 show vpc consistency-parameters 

 show port-channel summary 

 STP enable된 환경이라면, show spanning-tree 를 이용하여 두 vPC 에서 STP 상태 확인 

 

각각의 명령어를 이용하여 configuration, vPC 간의 상태 확인, vPC keepalive 상태, 그리고 두 vPC device간 
consistency parameter 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vPC에 매핑된 포트채널도 학인하시고 
STP가 enable된 환경이라면 STP 관점에서의 L2 구성의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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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령어를 이용하여 두 Peer간 (local , peer) 값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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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열리는 case 중에는 vPC구성에서 Standby HSRP로 ping이 안되는 이슈에 대해서 무의 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vPC에 연결되는 end device에 따라서 다르지만 스토리지 혹은 L4와 같이 고성능이 요구되어 지는 장비의 경우 
표준을 생략하고 성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
고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표준에 의해서 잘 구현된 장비인 경우 특별히 vPC peer-gateway 명령어는 필요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 CCO의 예처럼 성능을 위해서 일부 장비(NAS, L4)들의 동작 방식이 일반적이 않은 경우가 있습니
다. 즉, 해당 장비에서는 N/W 장비의 HSRP VIP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물리적인 mac으로 트래픽을 전달 
하는 경우가 그 이유 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보다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기도 하고 상단의 경로
에 대한 라우팅이 두 장비가 다를 경우에는 통신이 안되기도 합니다. 즉, vPC (포트채널)를 통해서 primary 혹은 
secondary vPC device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경우, primary vPC device가 패킷이 secondary vPC mac을 
destination으로 하는 frame이 들어왔다면, primary vPC device는 vPC link를 통해서 secondary vPC device로 
보내야 하는 비효율적인 트래픽 플로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vPC peer-gateway 명령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built in vPC loop avoidanace mechanism'이라
고 설명은 나와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duplicate avoidance' 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즉, loop이 아니라 
패킷 중복이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의미 입니다. 
 

peer-gateway를 사용하는 목적은 위에서처럼 단말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HSRP VIP가 아닌 BIA로 직접 패킷을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mac이 아닌 frame에 대해서 vpc-link를 통해서 옆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active router'로 동작하게 하는 것이다. 

 
Packets reaching a vPC device for the non-local router MAC address are sent across the peer-link and 
could be dropped by the built in vPC loop avoidance mechanism if the final destination is behind another 
vPC.  

 

When HSRP is enabled on both vPC peer devices on a VLAN and hosts on that VLAN set the HSRP as their 
gateway, they may not able to reach anything outside their own VLAN.  

 

http://www.cisco.com/en/US/docs/switches/datacenter/sw/4_2/nx-
os/interfaces/configuration/guide/if_vPC.html#wp1558675 

http://www.cisco.com/en/US/docs/switches/datacenter/sw/4_2/nx-
os/interfaces/configuration/guide/if_vPC.html#wp15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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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STP 관련한 이슈가 발생한 경우라면 설정 및 동작 상태를 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show running-config spanning-tree  

show spanning-tree summary  

show spanning-tree detail  

show spanning-tree bridge  

show spanning-tree mst  

show spanning-tree mst configuration  

show spanning-tree interface interface-type slot/port [detail]  

show tech-support stp  

show spanning-tree vlan  

 

위의 명령어들은 동일한 명령어를 여러 번 실행하여 문제가 발생 했을때 어떤 값, 카운터 들이 올라가는 확인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STP 에 Loop 같은 이슈가 발생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High CPU utilization, 특정 인터페이스의 load 증가, 
인터페이스 drop, mac flap과 같은 로그 메시지, 주변 장비의 로그 및 영향 등 모두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고, 
몇 가지만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에 장치를 지켜봐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만큼 여러 번 명령어를 실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명
령어도 도움이 됩니다. 

 
show spanning-tree blockedports  : STP에 의해서 block이 되어진 포트 확인 

show mac address-table dynamic vlan  :  각 node에서 learning 혹은 aging 확인 

 

http://www.cisco.com/en/US/docs/switches/datacenter/sw/4_0/nx-os/layer2/configuration/guide/l2_nx-
os_boo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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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슬라이드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명령어를 이용하여 범위를 좁혀나가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예입니다. 

이렇게 이슈를 좁혀 가려면 기본적으로 L2에 대한 물리적인 연결, 논리적인 구성도 및 일반적인 L2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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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CPU Utilization 현상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High CPU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CPU로 보내지는 패킷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
니다. 

 

패킷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와이어샤크’와 같은 패킷 수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되는데, 별도
의 PC에 설치해서 스위치에 연결하고 SPAN 기능을 이용해서 패킷을 수집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NX-OS에서 Build-in 되어서 제공하는 Ethanalyzer (Ethernet Analyzer)를 활용하시면 CPU로 가는 inband 돌아 
다니는 패킷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N7K-C# ethanalyzer local interface ? 
  bi-band  Inband/Outband interface 
  mgmt     Management interface 
 

Inband라 함을 일반적으로 I/O 모듈에서 SUP로 올라가거나, CUP에서 I/O로 보내지는 길을 의미합니다.  

즉, CPU 연결 인터페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Mgmt라 함은 mgmt0 인터페이스와 연관된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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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alyzer는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패킷은 수집할 수 없고, CPU의 Inband 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 분석에도 와이어 샤크처럼 많은 필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패킷을 걸러내고 필요한 패킷만 분
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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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CPU utilization 현상은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NX-OS에서 제공하는 EEM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CPU 가 높은 경우 몇가지 명령어를 실행하여 disk
에 저장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스크립트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 혹은 짧은 시간에 발생한 High CPU 현상에 대한 실마리 혹은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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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3 라우팅은 optimal routing path와 patch switching을 포함한다. 하나의 라우터에서 목적지까지 가위 위
한 optimal path 계산을 위해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은 선택한 라우팅 알로리즘, route 
metric, 그리고 load balancing 및 alternate path discovery와 같은 기타 요소들에 의존적이다. 

 

NX-OS는 VDC domain 마다 독립된 management를 제공하기 위해서 Virtual device context (VDC)를 사용한
다. 각각 VDC는 multiple Virtual routing and forwarding instances (VRFs)를 지원하고 multiple routing 
information based (RIBs)를 지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multiple address domain을 지원할 수 있다. 각각의 
VRF는 routing information base (RIB) 과 forwarding information based (FIB)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와 묶여져 
연동된다. 

 

Layer3 라우팅 이슈에 대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때 필요한 명령어들은 아래와 같다. 
 

show ip arp  

show ip traffic  

show tcp statistics udp4  

show ip client  

show tcp client  

show ip fib  

show ip process  

show ip route  

show pktmgr interface  

show frame traffic  

show platform fib  

show platform forwarding  

show platform ip  

show vrf  

show vrf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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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3 라우팅 트러블 슈팅의 가장 기본적인 확인은 위와 같이 해당 라우팅 프로토콜이 enable 되어 있는지 확
인하는 것 부터 시작이 됩니다. 

 

switch# show ospf  

                      ^  

% invalid command detected at '^' marker.  

 

해당 시스템에 ospf feature가 enable 되어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에러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NS-OX 명령어 중에서 유용한 명령어가 show running-config [feature name] all 이라는 명령어 입니다. 

All 이라는 keyword를 맨 뒤에 붙이게 되면 해당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default 설정을 모두 보여 주게 됩니다. 

간혹 default 설정 값이 궁금한 경우 보기가 어려웠는데, 위의 all keyword를 맨 뒤에 붙이시면 쉽게 보실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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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show running-config [feature name]을 입력하시면 해당 feature를 위해 설정된 configuration만 filter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switch# show running-config eigrp   

version 4.0(1)  

feature eigrp  

router eigrp 99  

  address-family ipv4 unicast  

    router-id 192.0.2.1  

  vrf red  

    stub  

 

위에서 전체 configuration 중에서 eigrp 와 연관된 config 만 보고 싶을 때 유용한 명령어 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라우팅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메모리 사용량 및 라우팅 프로토콜이 송/수
신하는 패킷 수 등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이 상대방 장비와 통신할때는 주기 적으로 해당 
카운터가 증가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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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d traffic을 위한 Layter3 forwarding 

Layer 3 엔진은 라우터를 통화하는 트래픽을 위하여 layer 3 forwarding 만을 수행합니다. 

이것 트래픽은 local에서 라우터로 valid한 routed interface의 MAC address로 보내지는 트래픽 입니다. 

 

Routed traffic을 트러블슈팅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수행 해야 합니다. 

 

tasks:  

1. control plane routing이 올바른지 확인 

2. Ingress module의 Hardware forwarding entry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Note: 모든  traffic의 라우팅은 ingress module의 forwarding engine에서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86.86.87.0/24 라우팅을 트러블 슈팅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 네트워크 도달하기 위한 next hop은 86.86.86.1 이고 vlan 86을 통해서 나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서 위와 같은 정보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next hop으로 가기 위한 ARP가 정확히 associate 되었는지 확인하고 adjacency table에 
valid한 adjacency 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86.86.87.0/24 목적지롤 하기 위해서는 86.86.86.1로 route가 잡혀 있고, VLAN 86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MAC address는 0011.aabb.ccdd 로 association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hardware 정보를 보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필요한 명령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show ip route (prefix)  

show ip arp (nexthop)  

show ip adjac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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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슬라이드 예제는 control plane을 보여 줍니다. 

이제 하드웨어 엔트리에 layer 3 hardware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IP FIB은 86.86.87.0/24 목적지 prefix 에 대해서 next hop으로 86.86.86.1 정보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드웨어 엔트리에서 VLAN86을 통해서 routed out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RPF 또한 valid 
합니다. (RPF checking을 올렸다면) 

그리고 route entry도 MAC 0011.aabb.ccdd와 잘 associate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forwarding plane의 routing이 올바르게 프로그램되어 있고 forwarding이 이 정보를 기
반으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show ip fib route prefix module module  

show ip fib route 86.86.87.0/24 mod 1  

 

show system internal forwarding route prefix detail modul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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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g 정보는 supervisor control plane에 있는 unicast RIB contents 를 의미합니다. 

Forwarding 정보는 I/O module의 FIB contents를 의미 합니다. 

 

따라서 트래픽은 RIB에 의해서 만들어진 라우팅 테이블이 각각의 I/O (라인카드)로 하드웨어 포워딩을 할 수 있
는 FIB 테이블로 만들어진 후 이 FIB 정보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포워딩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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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 정보와 FIB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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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슬라이드는 ECMP (Equal Cost Multi-Path)를 RIB, FIB 정보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예로 보여드립니
다. 

 

RIB 테이블의 정보로 보면, 목적지 10.200.0.0은 두개의 neighbor로 부터 동일한 cost로 테이블에 보여집니다. 

즉, 두 경로를 통해서 해당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flow 별로 LB를 태워서 패킷을 보내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경로 중에서 정확히 어떤 경로를 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FIB 테이블 보더라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확인 할 수 없습
니다. 단지 하드웨어 포워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명령어로 source ip와 destination ip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습니다. 

 

show routing [ipv4|ipv6] hash <sip> <dip> [<sport> <dport>] [vrf <vrf>] 

show routing hash 192.168.44.12 10.200.71.188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아래처럼 10.1.2.2에 *가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ashing to path *10.1.2.2 (hash: 0x29), for route: 

 

즉, 두 개의 next hop 중에서 10.1.2.2 쪽으로 위의 트래픽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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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슬라이드는 기존 Catalyst 6500의 IOS와 Nexus 700의 NX-OS에 구현된 차이점 중에서 MAC 과 ARP를 핸
들링하는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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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해서 CLI 에서 show 명령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show 명령어는 feature configuration, status, performance 등 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몇 가지 명령어 카테고리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show system : system-level component 예를 들어, core, error, exception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how system error-id 명령어는  error code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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