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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라우터를 초기 기본 설정으로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설명된 절차를 수행하려면 라우터에 "enable"(또는 "특별 권한 EXEC"라고도 함) 액세스
가 있어야 합니다.

Router# - Privileged EXEC mode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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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라우터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하는 지침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Cisco 라우터를 원래 공장 기본값으로 되돌리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이 두 가지 방법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법 1

이 메서드는 전역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config-register 0x2102 명령을 사용합니다.

show version 명령을 실행하여 라우터의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를 확인합니다.구성 레지스터
설정은 show version 명령 출력의 마지막 줄에 표시되며 0x2102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렇지 않으면 전역 구성 모드에서 config-register 0x2102 명령을 한 번 입력합니다.
router#configure terminal

router(config)#config-register 0x2102

router(config)#end

router#

show version 명령이 다시 실행되면 명령 출력의 동일한 행에 현재 레지스터 설정에 '((다음 다
시 로드할 때 0x2102)'가 추가됩니다.

1.

write erase 명령을 사용하여 라우터의 현재 시작 컨피그레이션을 지웁니다.2.
reload 명령을 사용하여 라우터를 다시 로드합니다.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나
타나면 저장하지 마십시오.
router#reload

System configuration has been modified. Save? [yes/no]: n

Proceed with reload? [confirm]

라우터가 다시 로드되면 System Configuration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System Configuration Dialog ---

Would you like to enter the initial configuration dialog? [yes/no]:

이제 라우터가 원래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3.

방법 2

이 메서드는 전역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config-register 0x2142 명령을 사용합니다.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config-register 0x2142 명령을 입력합니다.
router(config)#config-register 0x2142

그러면 라우터가 다음 다시 로드에서 시작 컨피그레이션을 무시합니다.show version이 발행
되면 명령 출력의 마지막 줄에 현재 구성 레지스터 설정에 '((다음 다시 로드할 때 0x2142가 될
것)'이 추가됩니다.

1.

활성화 모드에서 reload 명령을 사용하여 라우터를 다시 로드합니다.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router#reload

System configuration has been modified. Save? [yes/no]: n

Proceed with reload? [confirm]

라우터가 다시 로드되면 System Configuration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초기 컨피그레이션 대화 상자를 입력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no를 입력합니다.3.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config-register 0x2102 명령을 한 번 입력하여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 설정을 0x2102로 변경합니다.

4.

기존 시작 컨피그레이션을 현재 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으로 덮어쓰려면 enable 모드에서
write memory 명령을 실행합니다.

5.

활성화 모드에서 reload 명령으로 라우터를 다시 로드합니다.라우터가 다시 로드되면 System
Configuration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System Configuration Dialog ---

Would you like to enter the initial configuration dialog? [yes/no]:

6.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1/configfun/command/reference/frd2005.html#wp1017888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1/configfun/command/reference/frd2005.html#wp1018366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1/configfun/command/reference/frd2005.html#wp1017888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1/configfun/command/reference/frd2005.html#wp1017888


   

이제 라우터가 원래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참고: 아래 컨피그레이션은 ROMMON에 저장되며 write erase 또는 config-register 0x2142 명령을
통해 공장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재부팅●

메모리 크기 iom <기본값 아님>●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라우터가 공장 기본값으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
니다.

일부 show 명령은 출력 인터프리터 툴 에서 지원되는데(등록된 고객만), 이 툴을 사용하면 show 명
령 출력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how running-config - 이전 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이 지워졌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사
용자는 기본 컨피그레이션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라우터의 모든 인터페이스에
구성된 IP 주소는 없어야 합니다.

●

show version—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가 기본값인 0x2102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
됩니다.

●

관련 정보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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