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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Nexus 7000 및 9000 Series 스위치에서 라이센스 설치 및 갱신 프로세스의 일반적
인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문서에서는 Cisco Nexus Series 스위치의 라이센스 관련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Cisco NX-OS 라이센싱 가이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Nexus 운영 체제(NX-OS) 릴리스 6.2를 실행하는 Nexus 7000 Series 스위치●

Cisco Nexus 운영 체제(NX-OS) 릴리스 9.3(3)을 실행하는 Nexus 9000 Series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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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nx-os/licensing/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_chapter_01.html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nx-os/licensing/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_chapter_01.html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nx-os/licensing/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_chapter_01.html


Cisco Nexus NX-OS Series 스위치에는 특정 라이센스에 바인딩된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대부분의 Nexus 플랫폼에서 먼저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평가판 라이센
스는 제한된 기간 동안 지속되며 다양한 기능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임시 라이센스입니다.평가
기간이 끝나면 관련 기능을 계속 사용하려면 영구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Nexus 7000 및 9000 Series 스위치의 라이센스 설치, 갱신 및 업데이트 관련 일반적
인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문서에서는 Cisco Nexus Series 스위치의 라이센스 관련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Nexus 7000 Series 스위치의 일반적인 문제

이 섹션에서는 Nexus 7000 Series 스위치의 일반적인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료 날짜가 이후 또는 다른 라이센스가 기능에 대해 이미 존재합니다.

Nexus 7000 Series 스위치에 기능에 대한 새 라이센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switch# install license bootflash:license_file.lic

Installing license failed: A license with a later/different expiry date already exists for

feature.

평가판 라이센스를 통해 활성화된 기능은 라이센스가 업데이트되고 이 오류 메시지가 해결될 때 영
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솔루션

라이브 Nexus 7000 Series 스위치는 평가 기간 라이센스에 바인딩된 기능(예: Open Shortest Path
First 및 Border Gateway Protocol)을 사용하므로 중단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 라이센스를 갱신하려
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show license brief 및 show license usage 명령을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대한 라이센스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witch# show license brief

ENTERPRISELicense.lic

ENTERPRISELicense1.lic

switch# show license usage

<snip>

Feature Ins Lic Status Expiry Date Comments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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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_ADVANCED_SERVICES_PKG Yes - In use 23 Oct 2009 -

LAN_ENTERPRISE_SERVICES_PKG No - Unused Ne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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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오류가 발생할 경우 라이센스 바인딩 기능을 위해 새 Nexus 7000 Series 스위치가 구성된
경우와 같이 라이센스를 설치하는 대신 현재 라이센스를 업데이트합니다.현재 라이센스를 업
데이트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switch# update license bootflash:Enterprise1.lic Enterprise.lic

2.



Do you want to continue? (y/n) y

Updating license ..done

switch#

라이센스의 서버 라인에는 "this_host ANY"가 있어야 합니다.

Nexus 7000 Series 스위치에 install license bootflash:license_file.lic 명령을 사용하여 라이센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switch# install license bootflash:license_file.lic

Installing license failed: SERVER line in license should have "this_host ANY"

솔루션

이 오류는 라이센스 파일의 형식이 잘못되어 발생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라이센스 파일을 편집해야 합니다.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lic 파일을 엽니다.1.

내용을 복사하여 새 텍스트 파일에 붙여넣습니다.2.

텍스트 서식이 다음과 유사한지 확인합니다.

SERVER this_host ANY

VENDOR cisco

INCREMENT FM_SERVER_PKG cisco 1.0 permanent uncounted \

     VENDOR_STRING=<LIC_SOURCE>MDS_SWIFT</LIC_SOURCE><SKU>M9200FMS1K9-INTRL</SKU> \

    HOSTID=VDH=xxxxxxxxxxx \

     NOTICE="<LicFileID>xxxxxxxxxxx</LicFileID><LicLineID>1</LicLineID> \

     <PAK>xxxxxxxxx</PAK>" SIGN=xxxxxxxx

특히 라이센싱 소프트웨어는 ANY 및 cisco 이후와 INCREMENT가 시작되기 전에 캐리지 리
턴을 예상합니다.

3.

ANSI 인코딩을 사용하여 모든 파일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합니다.4.

새 파일을 스위치의 bootflash에 복사하고 install license 명령을 사용하여 다시 설치하십시오.

참고:NX-OS Software Release 6.2부터 스위치는 라이센스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라이센스 파
일 형식을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install license 명령의 format 키워드로 수행할 수 있습
니다.

5.

라이선스 서버에서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음

Nexus 7000 Series 스위치에 install license bootflash:license_file.lic 명령을 사용하여 라이센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switch# install license bootflash:license_file.lic

Installing license failed: License server does not support this feature



솔루션

이 메시지는 파일의 라이센스를 지원하지 않는 코드 버전을 실행했음을 나타냅니다.문제를 해결하
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설치할 라이센스 파일을 확인합니다.

switch# show file bootflash:license_file.lic

SERVER this_host ANY

VENDOR cisco

INCREMENT FCOE-N7K-F248XP cisco 1.0 permanent 1 \

       VENDOR_STRING=<LIC_SOURCE>MDS_SWIFT</LIC_SOURCE><SKU>N7K-FCOEF248XP</SKU> \

       HOSTID=VDH=xxxxxxxxxxxxx \

       NOTICE="<LicFileID>xxxxxxxxxxx</LicFileID><LicLineID>1</LicLineID> \

       <PAK></PAK>" SIGN=xxxxxxxxxxxxx

1.

1단계에서 굵게 표시된 파일의 필드를 라이센스 테이블 및 NX-OS Licensing Guide의 기능 기
록 테이블과 비교하여 라이센스를 지원하는 코드 버전을 확인합니다.

2.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사용 중인 라이센스에 대해 이 보고서를 기록합니다.

switch# show logging logfile

<snip>

LICMGR-3-LOG_LIC_FILE_MISSING License file(s) missing for feature LAN_ADVANCED_SERVICES_PKG.

LICMGR-3-LOG_LIC_FILE_MISSING License file(s) missing for feature LAN_ENTERPRISE_SERVICES_PKG.

라이센스 사용 출력에는 다음이 표시됩니다.

switch# show license usage

<snip>

Feature Ins Lic Status Expiry Date Comments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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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HANCED_LAYER2_PKG Yes - In use Never license missing

LAN_ADVANCED_SERVICES_PKG Yes - In use Never license missing

LAN_ENTERPRISE_SERVICES_PKG Yes - Unused Never license m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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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RNING: License file(s) missing. ****

솔루션

이 메시지는 다음 두 문제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이 디바이스의 라이센스 파일이 디바이스의 bootflash에 없습니다.●

이 장치의 라이센스 파일에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라이센스 호스트 ID 및 파일 이름이 디바이스의 일련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처음 두 명령 중 하나에 대해서는 출력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1.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nx-os/licensing/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_chapter_01.html#concept_992EE17281094D9E9B0968C625FBC71A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nx-os/licensing/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_chapter_01.html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nx-os/licensing/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_chapter_01.html#con_46670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nx-os/licensing/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_chapter_01.html#con_46670
http://www.cisco.com/cgi-bin/Support/Errordecoder/index.cgi?action=search&counter=0&paging=5&links=reference&index=all&query=LICMGR-3-LOG_LIC_FILE_MISSING
http://www.cisco.com/cgi-bin/Support/Errordecoder/index.cgi?action=search&counter=0&paging=5&links=reference&index=all&query=LICMGR-3-LOG_LIC_FILE_MISSING


switch# show license host

License hostid: VDH=JAFxxxxxxQB   <--- License Host ID of the device

switch# directory bootflash: | i lic

762 Sep 12 01:16:18 2012 JAFxxxxxxQB_183876004.lic  <---- License filename

switch# show sprom backplane 1

<snip>

Serial Number : JAFxxxxxxQB   <--- Serial number of the device

참고: 이 일치하지 않고 이 syslog가 두 개의 서로 다른 Nexus 7000 Series 스위치에서 관찰된
경우 두 디바이스 간에 라이센스 파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각 섀시 간의 호스트 ID와 일련 번호
를 비교하고 적절한 파일을 올바른 섀시로 이동합니다.

라이센스 파일의 백업 복사본을 디바이스의 bootflash로 이동한 다음 update license 명령을
통해 백업 복사본으로 현재 설치된 라이센스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참고:이 파일이 없는 경우 지원 툴 또는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 케이스를 통
해 라이센스를 재발급받습니다.

switch# update license bootflash:JAFxxxxxxQB_backup.lic JAFxxxxxxQB_183876004.lic

Do you want to continue? (y/n) y

Updating license ..done

switch#

2.

install license 명령을 사용하여 라이센스를 설치하려고 할 때 이 오류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면
clear license sprom 명령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SPROM을 지우고 유지 관리 창에서 install
license bootflash:JAFxxxxxxQB_183876004.lic 명령을 사용하여 라이센스를 다시 설치합니다
.

3.

라이센스가 사용 중입니다.

Nexus 7000 Series 스위치에서 update license 명령으로 라이센스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면 다음 오
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switch# update license bootflash:new_license.lic old_license.lic

Do you want to continue? (y/n) y

Updating license failed: License is in use

솔루션

이 문제는 업데이트에 사용된 라이센스 파일에 Nexus 7000에 이미 설치된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
을 때 발생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업데이트에 사용된 파일에서 현재
라이센스를 제거하십시오.

설치할 라이센스를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how license usage

Feature                      Ins  Lic   Status Expiry Date Comments

                                Cou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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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LS_PKG                      No   -   Unused -

...

ENTERPRISE_PKG                No    -   Unused             -

...

FCOE-N7K-F248XP               Yes   1   Unused Ne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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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lic 파일을 엽니다.2.

내용을 복사하여 새 텍스트 파일에 붙여넣습니다.3.

이미 설치된 라이센스의 전체 INCREMENT 섹션을 제거합니다(이 예에서는 FCOE-N7K-
F248XP��

...

INCREMENT FCOE-N7K-F248XP cisco 1.0 permanent 1 \

       VENDOR_STRING=<LIC_SOURCE>MDS_SWIFT</LIC_SOURCE><SKU>N7K-FCOEF248XP</SKU> \

       HOSTID=VDH=xxxxxxxxxxxxx \

       NOTICE="<LicFileID>xxxxxxxxxxx</LicFileID><LicLineID>1</LicLineID> \

       <PAK></PAK>" SIGN=xxxxxxxxxxxxx

...

4.

ANSI 인코딩이 적용된 모든 파일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5.

업데이트된 파일을 Nexus 7000 스위치의 bootflash에 복사하고 install license 명령을 사용하
여 다시 설치하십시오.

6.

Nexus 9000 Series 스위치의 일반적인 문제

이 섹션에서는 Nexus 9000 Series 스위치의 일반적인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라이선스 서버에서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음

Nexus 9000 Series 스위치에 install license bootflash:license_file.lic 명령을 사용하여 라이센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switch# install license bootflash:license_file.lic

Installing license failed: License server does not support this feature

이 메시지는 파일의 라이센스를 지원하지 않는 코드 버전을 실행했음을 나타냅니다.문제를 해결하
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설치할 라이센스 파일을 확인합니다.
switch# show file bootflash:license_file.lic

SERVER this_host ANY

VENDOR cisco

INCREMENT NXOS_ESSENTIALS_XF2 cisco 1.0 permanent uncounted \

1.



VENDOR_STRING=<LIC_SOURCE>MDS_SWIFT</LIC_SOURCE><SKU>NXOS-ES-XF2</SKU> \

HOSTID=VDH=XXXXXXXXXXX \

NOTICE="<LicFileID>XXXXXXXXXXXXXXXXX</LicFileID><LicLineID>1</LicLineID> \

<PAK>XXXXXXXXXXX</PAK>" SIGN=XXXXXXXXXXXX

1단계에서 굵게 표시된 파일의 필드를 라이센스 테이블 및 NX-OS Licensing Guide의 기능 기
록 테이블과 비교하여 라이센스를 지원하는 코드 버전을 확인합니다.

2.

참고:이 오류 메시지는 Cisco 버그 ID CVO17SC17의 결과로 NX-OS Software Release
9.2(3)를 실행하는 Cisco Nexus 93180YC-FX, 93108TC-FX, 933300YC-FX2 장치 및
933333333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854. Cisco TAC에서 지원 케이스를 열어 이 문제를 확인하
고 더 자세히 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파일 이름 크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파일 이름이 30자를 초과합니다.

Nexus 9000 Series 스위치에 install license bootflash:long_license_filename.lic 명령을 사용하여 라
이센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switch# install license bootflash:long_license_filename.lic

Installing license failed: Invalid filename size, filename exceeds 30 characters

이 메시지는 라이센스 파일의 이름이 Nexus 9000에서 라이센스를 설치하기에 너무 길다는 것을 나
타냅니다.라이센스 파일 이름은 길이가 3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move bootflash:long_license_filename.lic bootflash:license_file.lic 명령으로 라이센스 파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참고:move 명령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파일의 이름을 바꾸기 전에 디바이스
의 기존 파일 이름이 라이센스 파일의 새 파일 이름과 동일한 파일 이름으로 지정되지 않았는
지 확인합니다.이 예에서는 dir 명령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switch# dir | include long_license_filename.lic

12726 Feb 25 16:11:30 2020 long_license_filename.lic

switch# dir | include license_file.lic

switch#

switch# move bootflash:long_license_filename.lic bootflash:license_file.lic

switch#

switch# dir | include license_file.lic

12726 Feb 25 16:13:27 2020 license_file.lic

1.

install license bootflash:license_file.lic 명령을 사용하여 더 짧은 새 파일 이름을 사용하여 라이
센스를 설치합니다.

2.

관련 정보

Cisco Nexus 9000 Series NX-OS 트러블슈팅 가이드 - 라이센싱 문제 해결●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nx-os/licensing/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_chapter_01.html#concept_992EE17281094D9E9B0968C625FBC71A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nx-os/licensing/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_chapter_01.html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nx-os/licensing/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_chapter_01.html#con_46670
/content/en/us/td/docs/switches/datacenter/sw/nx-os/licensing/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b_Cisco_NX-OS_Licensing_Guide_chapter_01.html#con_46670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vo71854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vo71854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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