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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HSRP(Hot Standby Router Protocol)의 특성 때문에 특정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HSRP가 불안정해
질 수 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일반적인 문제 및 HSRP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HSRP 관련 문제는 실제 HSRP 문제가 아닙니다.대신 HSRP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네트
워크 문제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HSRP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중복 HSRP 대기 IP 주소의 라우터 보고서●

지속적인 HSRP 상태 변경(, , )●

HSRP 피어 누락●

HSRP와 관련된 오류 메시지 전환●

HSRP 구성에 대한 과도한 네트워크 유니캐스트 플러딩●

참고:이 문서에서는 Catalyst 스위치 환경에서 HSRP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
합니다.이 문서에는 소프트웨어 버전 및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에 대한 많은 참조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그러나 이 문서의 유일한 목적은 HSRP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지원
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이 문서는 설계 가이드, 소프트웨어 권장 문서 또는 모범 사례 문서가
아닙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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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RP 이해

배경 정보

업무상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인트라넷 및 인터넷 서비스에 의존하는 기업과 소비자는 네트
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대합니다.고객은 Cisco IOS®
Software에서 HSRP를 활용할 경우 약 100% 네트워크 업타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Cisco 플랫폼에서만 고유한 HSRP는 네트워크 에지 디바이스 또는 액세스 회로의 1회 장애 시 사
용자 트래픽을 즉시 투명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IP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둘 이상의 라우터가 IP 주소와 MAC(Layer 2 [L2]) 주소를 공유하는 경우 단일 가상 라우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호스트 워크스테이션 기본 게이트웨이 이중화를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합니다.대부
분의 호스트 워크스테이션에는 라우팅 테이블이 없으며 단일 next hop IP 및 MAC 주소만 사용합니
다.이 주소를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HSRP를 사용하면 가상 라우터 그룹의 구성원이 상태 메
시지를 지속적으로 교환합니다.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이유로 라우터가 커미션 범위를 벗어나
는 경우 한 라우터가 다른 라우터의 라우팅 책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호스트는 단일 기본 게이트웨
이로 구성되며 IP 패킷을 일관된 IP 및 MAC 주소로 계속 전달합니다.라우팅을 수행하는 디바이스
의 변경은 엔드 워크스테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여러 기본 게이트웨이에 대해 Microsoft OS를 실행하는 호스트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러 기본 게이트웨이는 동적 게이트웨이가 아닙니다.OS는 한 번에 하나
의 기본 게이트웨이만 사용합니다.시스템은 처음 구성된 기본 게이트웨이가 ICMP(Internet
Control Management Protocol)에 의해 도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부팅 시 추가로 구성된 기
본 게이트웨이를 선택합니다.

기본 작업

HSRP를 실행하는 일련의 라우터가 함께 작동하여 LAN의 호스트에 단일 기본 게이트웨이 라우터
의 환상을 표시합니다.이 라우터 집합을 HSRP 그룹 또는 대기 그룹이라고 합니다.그룹에서 선택된
단일 라우터는 호스트가 가상 라우터로 전송하는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이 라우터를 활성
라우터라고 합니다.다른 라우터가 대기 라우터로 선택됩니다.활성 라우터가 실패하면 스탠바이가
패킷 전달 작업을 수행합니다.임의의 수의 라우터가 HSRP를 실행할 수 있지만 활성 라우터만 가상
라우터 IP 주소로 전송된 패킷을 전달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하려면 프로토콜이 선택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활성 라우터와 대기 라우
터만 주기적인 HSRP 메시지를 전송합니다.HSRP 그룹의 추가 라우터는 Listen 상태로 유지됩니다
.활성 라우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대기 라우터가 활성 라우터로 작동합니다.대기 라우터가 실패하거
나 활성 라우터가 되면 다른 라우터가 대기 라우터로 선택됩니다.

각 스탠바이 그룹은 단일 가상 라우터(기본 게이트웨이)를 에뮬레이트합니다. 각 그룹에 대해 잘 알
려진 단일 MAC 및 IP 주소가 해당 그룹에 할당됩니다.여러 대기 그룹이 LAN에서 공존하고 겹칠 수
있으며 개별 라우터는 여러 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라우터는 각 그룹에 대해 별도의 상
태와 타이머를 유지 관리합니다.

HSRP 약관

기간 정의
활성 라우터 현재 가상 라우터에 대한 패킷을 전달하는 라우터
대기 라우터 기본 백업 라우터
대기 그룹 HSRP에 참여하고 가상 라우터를 공동으로 에뮬레이트하는 라우터 집합
안녕하세요? 지정된 라우터에서 연속된 HSRP hello 메시지 사이의 간격
보류 시간 hello 메시지를 수신하는 간격과 전송 라우터가 실패했다는 추정 사이의 간격

HSRP 주소 지정

HSRP 라우터 통신

HSRP를 실행하는 라우터는 HSRP hello 패킷을 통해 서로 HSRP 정보를 전달합니다.이러한 패킷
은 UDP(User Datagram Protocol) 포트 1985의 목적지 IP 멀티캐스트 주소 224.0.0.2으로 전송됩니



다.IP 멀티캐스트 주소 224.0.0.2은 모든 라우터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예약된 멀티캐스트 주소입
니다.활성 라우터는 구성된 IP 주소 및 HSRP 가상 MAC 주소에서 hello 패킷을 제공합니다.스탠바
이 라우터 소스는 구성된 IP 주소 및 번인된 MAC 주소(BIA)에서 지원합니다. HSRP 라우터가 서로
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소스 주소 지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라우터를 HSRP 그룹의 일부로 구성할 때 라우터는 해당 그룹의 HSRP MAC 주소와
자체 BIA를 수신합니다.이 동작의 유일한 예외는 Cisco 2500, 4000 및 4500 라우터입니다.이러한
라우터에는 단일 MAC 주소만 인식하는 이더넷 하드웨어가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라우터는 활성
라우터로 사용될 때 HSRP MAC 주소를 사용합니다.라우터는 대기 라우터로 사용될 때 BIA를 사용
합니다.

토큰 링을 제외한 모든 미디어의 HSRP 대기 IP 주소 통신

호스트 워크스테이션은 기본 게이트웨이가 HSRP 대기 IP 주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호스트는
HSRP 대기 IP 주소와 연결된 MAC 주소와 통신해야 합니다.이 MAC 주소는 000.0c07.ac**로 구성
된 가상 MAC 주소입니다.**는 각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16진수의 HSRP 그룹 번호입니다.예를 들
어 HSRP 그룹 1은 HSRP 가상 MAC 주소 0000.0c07.ac01을 사용합니다. 인접 LAN 세그먼트의 호
스트는 연결된 MAC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프로세스를 사
용합니다.

토큰 링 미디어의 HSRP 대기 IP 주소 통신

토큰 링 인터페이스는 HSRP MAC 주소에 기능 주소를 사용합니다.기능 주소는 사용 가능한 유일
한 일반 멀티캐스트 메커니즘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토큰 링 기능 주소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이
러한 주소 중 상당수는 다른 기능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다음 세 주소는 HSR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주소입니다.

c000.0001.0000 (group 0)

c000.0002.0000 (group 1)

c000.0004.0000 (group 2)

따라서 스탠바이 use-bia 매개변수를 구성하지 않는 한 토큰 링 인터페이스에서 3개의 HSRP 그룹
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ICMP 리디렉션

서브넷을 보호하는 HSRP 피어 라우터는 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서브넷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는 HSRP의 기반입니다.따라서 어떤 라우터가 활성 HSRP 라우터가 되는지는 관련이
없습니다.Cisco IOS Software Release 12.1(3)T 이전 릴리스의 Cisco IOS Software에서는
HSRP가 해당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될 때 인터페이스에서 ICMP 리디렉션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
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이 없으면 호스트를 HSRP 가상 IP 주소 및 단일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IP 및
MAC 주소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이중화가 손실됩니다.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1(3)T는 HSRP를 사용하여 ICMP 리디렉션을 허용하는 방법을 소
개합니다.이 메서드는 HSRP를 통해 아웃바운드 ICMP 리디렉션 메시지를 필터링합니다.다음 hop
IP 주소가 HSRP 가상 주소로 변경됩니다.아웃바운드 ICMP 리디렉션 메시지의 게이트웨이 IP 주소
는 해당 네트워크에 있는 HSRP 활성 라우터 목록과 비교됩니다.게이트웨이 IP 주소에 해당하는 라
우터가 HSRP 그룹의 활성 라우터인 경우 게이트웨이 IP 주소가 해당 그룹 가상 IP 주소로 대체됩니
다.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호스트가 원격 네트워크에 대한 최적의 경로를 학습하고 HSRP가 제공하
는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SRP 기능 매트릭스

HSRP를 지원하는 Cisco IOS Software 릴리스와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t Standby Router
Protocol Features and Functionality의 Cisco IOS Release and HSRP Functionality Matrix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SRP 기능

HSRP 기능의 대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핫 스탠바이 라우터 프로토콜 기능 및 기능을 참조하십
시오.이 문서에서는 다음 HSRP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점●

인터페이스 추적●

BIA 사용●

여러 HSRP 그룹●

구성 가능한 MAC 주소●

Syslog 지원●

HSRP 디버깅●

향상된 HSRP 디버깅●

인증●

IP 이중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MIB●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용 HSRP●

참고:브라우저 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문서 내에서 이러한 섹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패킷 형식

다음 표에서는 UDP HSRP 프레임의 데이터 부분 형식을 보여 줍니다.

버전 운영 코드 주/도 헬로타임
대기 시간 우선 순위 그룹 예약됨
인증 데이터
인증 데이터
가상 IP 주소

이 표에서는 HSRP 패킷의 각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패킷 필드 설명

Op 코드(1
8진수)

Op Code는 패킷에 포함된 메시지 유형을 설명합니다.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0 - hello, 1
- 쿠데타, 2 - 사임라우터가 HSRP를 실행하고 활성 라우터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Hello 메시
지가 전송됩니다.라우터가 활성 라우터가 되려는 경우 쿠테타 메시지가 전송됩니다.라우터가
더 이상 활성 라우터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Resign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시/도(18진수)
스탠바이 그룹의 각 라우터는 상태 시스템을 구현합니다.state 필드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라우
터의 현재 상태를 설명합니다.다음은 개별 상태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0 - initial, 1 - learn, 2 -
listen, 4 - speak, 8 - standby, 16 - active

Hellotime(1
8진수)

이 필드는 hello 메시지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라우터가 전송하는 hello 메시지 간의 대략적인
기간을 포함합니다.시간은 초 단위로 제공됩니다.

Holdtime(1
8진수)

이 필드는 hello 메시지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라우터가 상태 변경을 시작하기 전에 hello 메시
지를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http://www.cisco.com/en/US/tech/tk648/tk362/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a91.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648/tk362/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a91.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648/tk362/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a91.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648/tk362/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a91.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648/tk362/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a91.shtml#matrix
http://www.cisco.com/en/US/tech/tk648/tk362/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a91.shtml#matrix
http://www.cisco.com/en/US/tech/tk648/tk362/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a91.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648/tk362/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a91.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648/tk362/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a91.shtml


우선 순위(1
8진수)

이 필드는 활성 및 대기 라우터를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두 라우터의 우선순위를 비교했을 때
값이 가장 높은 라우터가 활성 라우터가 됩니다.타이 브레이커는 IP 주소가 더 높은 라우터입니
다.

그룹(1 8진수) 이 필드는 대기 그룹을 식별합니다.
인증 데이터
(8진수) 이 필드에는 일반 텍스트 8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가상 IP 주소
(4초)

라우터에 가상 IP 주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활성 라우터에서 hello 메시지를 통해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주소는 HSRP 대기 IP 주소가 구성되지 않았고 hello 메시지가 인증된 경우에만 학습
됩니다(인증이 구성된 경우).

HSRP 상태

주/도 정의
이 상태는 시작 단계입니다.이 상태는 HSRP가 실행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이 상태는 컨피그레이션 변경
을 통해 입력되거나 인터페이스가 처음 사용 가능하게 될 때 입력됩니다.

 
라우터가 가상 IP 주소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활성 라우터에서 인증된 hello 메시지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
다.이 상태에서는 라우터가 활성 라우터에서 수신 대기 중입니다.

 
라우터는 가상 IP 주소를 알고 있지만 라우터는 활성 라우터나 대기 라우터가 아닙니다.해당 라우터에서
hello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라우터는 주기적인 hello 메시지를 전송하고 활성 및/또는 대기 라우터의 선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라우터에 가상 IP 주소가 없으면 라우터가 speak 상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우터는 다음 활성 라우터가 되고 주기적인 hello 메시지를 전송하는 후보입니다.일시적인 조건이 제외되
면 그룹에  상태의 라우터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라우터는 현재 그룹 가상 MAC 주소로 전송된 패킷을 전달합니다.라우터가 정기 hello 메시지를 전송합니
다.임시 조건이 제외되면 그룹에 최대 하나의 라우터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HSRP 타이머

각 라우터는 HSRP에서 3개의 타이머만 사용합니다.타이머 시간 hello 메시지HSRP는 장애가 발생
하면 HSRP hello 및 보류 타이머가 구성된 방식에 따라 통합됩니다.기본적으로 이러한 타이머는 각
각 3초와 10초로 설정되며, 즉 HSRP 대기 그룹 디바이스 간에 3초마다 hello 패킷이 전송되고,
10초 동안 hello 패킷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 대기 디바이스가 활성화됩니다.이러한 타이머 설정을
낮추어 장애 조치 또는 선점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CPU 사용량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대기 상태 플
래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hello 타이머를 1초 미만으로 설정하거나 4초 미만으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HSRP 추적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추적된 링크가 실패하면 hello 및 hold 타이머에 관계없이 장애
조치 또는 선점이 즉시 발생합니다.타이머가 만료되면 라우터는 새 HSRP 상태로 전환됩니다.타이
머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standby [group-number] 타이머 hellotime
holdtime.예를 들어, 대기 타이머 1개 5 15개.

이 표에서는 이러한 타이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타이머 설명

활성
타이머

이 타이머는 활성 라우터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이 타이머는 활성 라우터가 hello 패킷을 수
신할 때마다 시작됩니다.이 타이머는 HSRP hello 메시지의 관련 필드에 설정된 보류 시간 값에 따라
만료됩니다.

대기
타이머

이 타이머는 대기 라우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대기 라우터가 hello 패킷을 수신할 때마다
타이머가 시작됩니다.이 타이머는 해당 hello 패킷에 설정된 보류 시간 값에 따라 만료됩니다.

Hello
타이머

이 타이머는 hello 패킷을 클럭하는 데 사용됩니다.HSRP 상태의 모든 HSRP 라우터는 이 hello 타이
머가 만료되면 hello 패킷을 생성합니다.

HSRP 이벤트



이 표에서는 HSRP 유한 상태 머신의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키 이벤트
1 HSRP는 활성화된 인터페이스에서 구성됩니다.
2 인터페이스에서 HSRP가 비활성화되었거나 인터페이스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3 활성 타이머 만료 활성 타이머는 활성 라우터에서 마지막 hello 메시지가 표시되는 보류 시간으로 설정됩니다
.

4 대기 타이머 만료 대기 타이머는 대기 라우터에서 마지막 hello 메시지가 표시되는 보류 시간으로 설정됩니다
.

5 hello 타이머 만료 hello 메시지 전송에 대한 정기 타이머가 만료되었습니다.
6  상태의 라우터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hello 메시지 수신
7 활성 라우터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hello 메시지 수신
8 활성 라우터에서 우선 순위가 낮은 hello 메시지 수신
9 활성 라우터에서 사임 메시지 수신
10 우선 순위가 더 높은 라우터에서 쿠데타 메시지 수신
11 대기 라우터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hello 메시지 수신
12 스탠바이 라우터에서 낮은 우선 순위의 hello 메시지 수신

HSRP 작업

이 표에서는 상태 시스템의 일부로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편지 작업

A
Start active timer(활성 타이머 시작) - 활성 라우터에서 인증된 hello 메시지를 수신한 결과로 이 작업이 발
생하면 활성 타이머가 hello 메시지의 보류 시간 필드로 설정됩니다.그렇지 않으면 활성 타이머가 이 라우
터에서 사용 중인 현재 보류 시간 값으로 설정됩니다.그러면 활성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B
Start standby timer(대기 타이머 시작) - 대기 라우터에서 인증된 hello 메시지를 수신한 결과로 이 작업이
발생하면 대기 타이머가 hello 메시지의 보류 시간 필드로 설정됩니다.그렇지 않으면 대기 타이머가 이 라
우터에서 사용 중인 현재 보류 시간 값으로 설정됩니다.그러면 대기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C Stop active timer(활성 타이머 중지) - 활성 타이머가 중지됩니다.
D Stop standby timer(대기 타이머 중지) - 대기 타이머가 중지됩니다.

E
Learn parameters(매개변수 학습) - 인증된 메시지가 활성 라우터에서 수신될 때 이 작업이 수행됩니다.이
그룹의 가상 IP 주소가 수동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메시지에서 가상 IP 주소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라우
터는 메시지에서 hello time 및 hold time 값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F Send hello message(hello 메시지 보내기) - 라우터가 현재 상태, hello 시간 및 보류 시간으로 hello 메시지
를 보냅니다.

G Send quotation message(쿠테타 메시지 보내기) - 라우터가 활성 라우터에 사용 가능한 우선순위가 높은
라우터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쿠테타 메시지를 보냅니다.

H Send resign message(사임 메시지 보내기) - 라우터가 다른 라우터가 활성 라우터가 될 수 있도록 사임 메
시지를 보냅니다.

나
Send 무상 ARP message(ARP 메시지 보내기) - 라우터가 그룹 가상 IP 및 MAC 주소를 광고하는 ARP 응
답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합니다.패킷은 링크 레이어 헤더의 소스 MAC 주소 및 ARP 패킷 내에서 가상 MAC
주소와 함께 전송됩니다.

HSRP 상태 테이블

이 섹션의 다이어그램은 HSRP 상태 머신의 상태 변환을 보여줍니다.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 결과 및 라우터가 다음 HSRP 상태로 전환됩니다.다이어그램에서 숫자는 이벤트를 지정하고
문자는 연관된 작업을 지정합니다.HSRP Events 섹션의 표는 숫자를 정의하고 HSRP Actions 섹션
의 표는 문자를 정의합니다.이 다이어그램은 참조로만 사용합니다.다이어그램은 자세히 설명되며
일반적인 문제 해결 용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이어그램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보려면 HSRP 상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패킷 흐름

장치 MAC 주소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PC1 0000.0c00.0001 10.1.1.10 255.255.255.0 10.1.1.1
PC2 0000.0c00.1110 10.1.2.10 255.255.255.0 10.1.2.1

라우터 A 컨피그레이션(활성 라우터)

interface ethernet 0

    ip address 10.1.1.2 255.255.255.0

    mac-address 4000.0000.0010

    standby 1 ip 10.1.1.1

    standby 1 priority 200

interface ethernet 1

    ip address 10.1.2.2 255.255.255.0

http://www.abdorefky.com/wp-content/uploads/2017/05/HSRP-States-for-Cisco.png


    mac-address 4000.0000.0011

    standby 1 ip 10.1.2.1

    standby 1 priority 200

라우터 B 컨피그레이션(대기 라우터)

interface ethernet 0

    ip address 10.1.1.3 255.255.225.0

    mac-address 4000.0000.0020

    standby 1 ip 10.1.1.1

interface ethernet 1

     ip address 10.1.2.3 255.255.255.0

     mac-address 4000.0000.0021

     standby 1 ip 10.1.2.1

참고:다음 예에서는 예시를 위해 고정 MAC 주소를 구성합니다.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고정
MAC 주소를 구성하지 마십시오.

HSRP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니퍼 추적을 얻을 때 패킷 흐름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라우터 A는
우선 순위 200을 사용하며 두 인터페이스의 활성 라우터가 됩니다.이 섹션의 예에서는 호스트 워크
스테이션으로 향하는 라우터의 패킷에 라우터 BIA(물리적 MAC 주소)의 소스 MAC 주소가 있습니
다. HSRP IP 주소로 향하는 호스트 시스템의 패킷은 HSRP 가상 MAC 주소의 대상 MAC 주소를 갖
습니다.MAC 주소는 라우터와 호스트 간의 각 플로우에 대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스위치 X에서 가져온 스니퍼 추적을 기반으로 플로우당 각 MAC 및 IP 주소 정보를 보여줍
니다.

패킷 흐름 소스 MAC 대상 MAC 소스 IP 대상 IP

PC2로 향하는 PC1의 패킷 PC1(0000.0c00.0001)
라우터 A 인터페이스 이더넷
0(000.0c07.ac01)의 HSRP 가상
MAC 주소

10.1.1.10 10.1.2.10

PC2에서 라우터 A를 통해 반환되
고 PC1로 향하는 패킷

라우터 A 이더넷 0
BIA(4000.0000.0010) PC1(0000.0c00.0001) 10.1.2.10 10.1.1.10

HSRP 대기 IP 주소(ICMP,
Telnet)로 향하는 PC1의 패킷 PC1(0000.0c00.0001)

라우터 A 인터페이스 이더넷
0(000.0c07.ac01)의 HSRP 가상
MAC 주소

10.1.1.10 10.1.1.1

활성 라우터의 실제 IP 주소로 향
하는 패킷(ICMP, 텔넷) PC1(0000.0c00.0001) 라우터 A 이더넷 0

BIA(4000.0000.0010) 10.1.1.10 10.1.1.2

스탠바이 라우터의 실제 IP 주소로
향하는 패킷(ICMP, 텔넷) PC1(0000.0c00.0001) 라우터 B 이더넷 0

BIA(4000.0000.0020) 10.1.1.10 10.1.1.3

HSRP 사례 연구 문제 해결

사례 연구 #1:HSRP 대기 IP 주소가 중복 IP 주소로 보고됨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Oct 12 13:15:41: %STANDBY-3-DUPADDR: Duplicate address 10.25.0.1

  on Vlan25, sourced by 0000.0c07.ac19

Oct 13 16:25:41: %STANDBY-3-DUPADDR: Duplicate address 10.25.0.1

  on Vlan25, sourced by 0000.0c07.ac19

Oct 15 22:31:02: %STANDBY-3-DUPADDR: Duplicate address 10.25.0.1

  on Vlan25, sourced by 0000.0c07.ac19



Oct 15 22:41:01: %STANDBY-3-DUPADDR: Duplicate address 10.25.0.1

  on Vlan25, sourced by 0000.0c07.ac19

이러한 오류 메시지가 반드시 HSRP 문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대신 오류 메시지는 가능한
STP(Spanning Tree Protocol) 루프 또는 라우터/스위치 구성 문제를 나타냅니다.오류 메시지는 다
른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오류 메시지는 HSRP의 적절한 작동을 막지 않습니다.중복 HSRP 패킷은 무시됩니다
.이러한 오류 메시지는 30초 간격으로 제한됩니다.그러나 네트워크 성능 및 패킷 손실이 느려지면
HSRP 주소의 STANDBY-3-DUPADR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Oct 15 22:41:01: %STANDBY-3-DUPADDR: Duplicate address 10.25.0.1

  on Vlan25, sourced by 0000.0c07.ac19

이러한 메시지는 라우터가 MAC 주소가 0000.0c07.ac19인 VLAN 25의 HSRP IP 주소에서 소싱된
데이터 패킷을 수신했음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HSRP MAC 주소가 000.0c07.ac19이므로 문제의
라우터가 자체 패킷을 다시 수신했거나 HSRP 그룹의 두 라우터가 활성으로 수신되었습니다. 상태
.라우터가 자체 패킷을 받았기 때문에 라우터가 아닌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이러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오류 메시지를 일으키는 가능한 네트워크 문제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STP 루프●

EtherChannel 구성 문제●

중복된 프레임●

이러한 오류 메시지를 트러블슈팅할 때 이 문서의 HSRP Troubleshooting Modules for CatOS
Switches 섹션에서 문제 해결 단계를 참조하십시오.모든 문제 해결 모듈은 구성에 대한 모듈을 포
함하는 이 섹션에 적용됩니다.또한 스위치 로그에 오류가 있으면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사례
연구를 참조합니다.

활성 라우터가 자체 멀티캐스트 hello 패킷을 수신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액세스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오류 메시지에 대한 해결 방법일 뿐이며 문제의 증상을 숨깁니다.해결 방법
은 HSRP 인터페이스에 확장 인바운드 액세스 목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액세스 목록은 물리적 IP
주소에서 소싱되고 모든 라우터 멀티캐스트 주소 224.0.0.2으로 향하는 모든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access-list 101 deny ip host 172.16.12.3 host 224.0.0.2

access-list 101 permit ip any any

interface ethernet 0

  ip address 172.16.12.3 255.255.255.0

  standby 1 ip 172.16.12.1

  ip access-group 101 in

사례 연구 #2:HSRP 상태가 계속 변경됨(활성, 대기, 통화) 또는 %HSRP-6-
STATECHANGE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Jan 9 08:00:42.623: %STANDBY-6-STATECHANGE: Standby: 49:

  Vlan149 state Standby -> Active

Jan 9 08:00:56.011: %STANDBY-6-STATECHANGE: Standby: 49:

  Vlan149 state Active -> Speak



Jan 9 08:01:03.011: %STANDBY-6-STATECHANGE: Standby: 49:

  Vlan149 state Speak -> Standby

Jan 9 08:01:29.427: %STANDBY-6-STATECHANGE: Standby: 49:

  Vlan149 state Standby -> Active

Jan 9 08:01:36.808: %STANDBY-6-STATECHANGE: Standby: 49:

  Vlan149 state Active -> Speak

Jan 9 08:01:43.808: %STANDBY-6-STATECHANGE: Standby: 49:

  Vlan149 state Speak -> Standby

이러한 오류 메시지는 대기 HSRP 라우터가 HSRP 피어에서 연속적인 HSRP hello 패킷 3개를 수
신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합니다.출력은 대기 라우터가  상태에서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줍니
다.곧 라우터는  상태로 돌아갑니다.초기 설치 중에 이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는 한 HSRP 문제
로 인해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오류 메시지는 피어 간의 HSRP hello 손실을 나
타냅니다.이 문제를 해결할 때 HSRP 피어 간의 통신을 확인해야 합니다.피어 간의 무작위, 순간적
인 데이터 통신 손실이 이러한 메시지를 생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HSRP 상태 변경은
CPU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자주 발생합니다.CPU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스니퍼를 네트워크에 배치하고 CPU 사용률이 높은 시스템을 추적합니다.

피어 간에 HSRP 패킷이 손실되는 몇 가지 가능한 원인이 있습니다.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물리적
레이어 문제, 스패닝 트리 문제로 인한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 또는 각 VLAN으로 인한 과도한 트
래픽입니다.사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 해결 모듈은 HSRP 상태 변경, 특히 레이어 3
HSRP 디버깅의 해결에 적용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각 VLAN에 의한 과도한 트래픽 때문에 피어 간 HSRP 패킷이 손실된 경우 SPD를
조정하거나 늘리고 대기열 크기를 보류하여 입력 대기열 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PD(Selective Packet Discard) 크기를 늘리려면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이동하여 Cat6500 스위치에
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config)# ip spd queue max-threshold 600

!--- Hidden Command (config)# ip spd queue min-threshold 500

!--- Hidden Command

보류 대기열 크기를 늘리려면 VLAN 인터페이스 모드로 이동하여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config-if)# hold-queue 500 in

SPD 및 보류 대기열 크기를 늘린 후 'clear counter interface' 명령을 실행하면 인터페이스 카운터
를 지울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3:HSRP가 피어를 인식하지 못함

이 섹션의 라우터 출력에는 HSRP용으로 구성되었지만 해당 HSRP 피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라우
터가 표시됩니다.이 문제가 발생하려면 라우터가 네이버 라우터에서 HSRP hello를 수신하지 않아
야 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서의 Verify Physical Layer Connectivity(물리적 레이어 연결
확인) 섹션 및 Verify HSRP Router Configuration(HSRP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확인)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물리적 레이어 연결이 올바르면 일치하지 않는 VTP 모드를 확인합니다.

Vlan8 - Group 8

Local state is Active, priority 110,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1.168

Hot standby IP address is 10.1.2.2 configured

Active router is local



Standby router is unknown expired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8

5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05:03

사례 연구 #4:HSRP 상태 변경 및 스위치 보고서 SYS-4-P2_WARN:1/host
<mac_address>가 Syslog의 포트 <port_1>과 포트 <port_2> 사이에 플래핑됩니다.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01 Jan 03 14:18:43 %SYS-4-P2_WARN: 1/Host 00:00:0c:14:9d:08

  is flapping between port 2/4 and port 2/3

Catalyst 4500/4000 및 2948G의 소프트웨어 버전 5.5.2 이상에서는 호스트 MAC 주소가 15초 이내
에 두 번 이동할 경우 이동하는 호스트 MAC 주소를 스위치에 보고합니다.일반적인 원인은 STP 루
프입니다.스위치는 STP 루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5초 동안 이 호스트의 패킷을 버립니
다.보고된 두 포트 간에 MAC 주소가 이동하는 경우 HSRP 가상 MAC 주소가 문제이면 두 HSRP 라
우터가 모두  상태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MAC 주소가 HSRP 가상 MAC 주소가 아닌 경우, 이 문제는 네트워크에서 패킷의 루프, 복
제 또는 리플렉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이러한 유형의 조건은 HSRP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MAC 주소 이동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스패닝 트리 문제 또는 물리적 레이어 문제입니다.

이 오류 메시지를 트러블슈팅할 때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참고:또한 이 문서의 HSRP Troubleshooting Modules for CatOS Switches 섹션에 있는 단계
를 완료합니다.

오류 메시지가 보고하는 MAC 주소의 올바른 소스(포트)를 확인합니다.1.
호스트 MAC 주소를 소싱하지 않아야 하는 포트를 분리하고 HSRP 안정성을 확인합니다.2.
각 VLAN에서 STP 토폴로지를 문서화하고 STP 오류를 확인합니다.3.
포트 채널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포트 채널 컨피그레이션이 잘못되면 호스트 MAC 주소
별 오류 메시지가 플랩될 수 있습니다.이는 포트 채널링의 로드 밸런싱 특성 때문입니다.

4.

사례 연구 #5:Syslog의 HSRP 상태 변경 및 스위치 보고서 RTD-1-ADDR_FLAP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Mar 9 14:51:12: %RTD-1-ADDR_FLAP: Fast Ethernet 0/7

  relearning 21 addrs per min

*Mar 9 14:52:12: %RTD-1-ADDR_FLAP: Fast Ethernet 0/7

  relearning 22 addrs per min

*Mar 9 14:53:12: %RTD-1-ADDR_FLAP: Fast Ethernet 0/7

  relearning 20 addrs per min

*Mar 9 14:54:12: %RTD-1-ADDR_FLAP: Fast Ethernet 0/7

  relearning 20 addrs per min

*Mar 9 14:55:12: %RTD-1-ADDR_FLAP: Fast Ethernet 0/7

  relearning 21 addrs per min

*Mar 9 14:56:12: %RTD-1-ADDR_FLAP: Fast Ethernet 0/7

  relearning 22 addrs per min

*Mar 9 14:57:12: %RTD-1-ADDR_FLAP: Fast Ethernet 0/7

  relearning 21 addrs per min

이러한 오류 메시지는 MAC 주소가 서로 다른 포트 간에 일관성 있게 이동함을 나타냅니다.이러한
오류 메시지는 Catalyst 2900XL 및 3500XL 스위치에만 적용됩니다.메시지는 두 개 이상의 HSRP



라우터가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메시지는 STP 루프, 중복된 프레임 또는 반영된 패
킷의 소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다음 debug 명령을 실행합니다.

switch#debug ethernet-controller address

Ethernet Controller Addresses debugging is on l

*Mar 9 08:06:06: Add address 0000.0c07.ac02, on port 35 vlan 2

*Mar 9 08:06:06: 0000.0c07.ac02 has moved from port 6 to port 35 in vlan 2

*Mar 9 08:06:07: Add address 0000.0c07.ac02, on port 6 vlan 2

*Mar 9 08:06:07: 0000.0c07.ac02 has moved from port 35 to port 6 in vlan 2

*Mar 9 08:06:08: Add address 0000.0c07.ac02, on port 35 vlan 2

*Mar 9 08:06:08: 0000.0c07.ac02 has moved from port 6 to port 35 in vlan 2

*Mar 9 08:06:10: Add address 0000.0c07.ac02, on port 6 vlan 2

*Mar 9 08:06:10: 0000.0c07.ac02 has moved from port 35 to port 6 in vlan 2

*Mar 9 08:06:11: Add address 0000.0c07.ac02, on port 35 vlan 2

*Mar 9 08:06:11: 0000.0c07.ac02 has moved from port 6 to port 35 in vlan 2

*Mar 9 08:06:12: %RTD-1-ADDR_FLAP: Fast Ethernet 0/7 relearning 20 addrs per min

*Mar 9 08:06:13: Add address 0000.0c07.ac02, on port 6 vlan 2

*Mar 9 08:06:13: 0000.0c07.ac02 has moved from port 35 to port 6 in vlan 2

debug 명령이 참조하는 포트는 하나씩 해제됩니다.예를 들어 포트 0은 고속 이더넷 0/1입니다. 오
류 메시지는 각 스위치의 포트 5와 34 사이의 MAC 주소 플랩을 나타냅니다.

참고: 메시지 RTD-1-ADDR_FLAP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려면 다음
Cisco 버그 ID를 참조하십시오.
- CSCdp81680 (등록된 고객만 해당) —잘못된 RTD-1-ADDR_FLAP 메시지
- CSCds27100 (등록된 고객만 해당) 및 CSCdr30113 (등록된 고객만 해당) —Fast
EtherChannel 문제로 인해 RTD-1-ADDR_FLAP

  

MAC 주소 이동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스패닝 트리 문제 또는 물리적 레이어 문제입니다.

이 오류 메시지를 트러블슈팅할 때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참고:또한 이 문서의 HSRP Troubleshooting Modules for CatOS Switches 섹션에 있는 단계
를 완료합니다.

호스트 MAC 주소의 올바른 소스(포트)를 확인합니다.1.
호스트 MAC 주소를 소싱하지 않아야 하는 포트를 분리합니다.2.
VLAN별로 STP 토폴로지를 문서화하고 STP 오류를 확인합니다.3.
포트 채널링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포트 채널 컨피그레이션이 잘못되면 호스트 MAC 주
소별 오류 메시지가 플랩될 수 있습니다.이는 포트 채널링의 로드 밸런싱 특성 때문입니다.

4.

사례 연구 #6:HSRP State Changes and Switch Reports MLS-4-
MOVEOVERFLOW:이동이 너무 많아서 Syslog에서 5초(2000000)에 대해 MLS를 중
지합니다.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dp81680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ds27100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dr30113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05/13/2000,08:55:10:MLS-4-MOVEOVERFLOW:Too many moves, stop MLS for 5 sec(20000000)

05/13/2000,08:55:15:MLS-4:Resume MLS after detecting too many moves

이러한 메시지는 스위치가 두 개의 다른 포트에서 동일한 MAC 주소를 학습함을 나타냅니다.이 메
시지는 Catalyst 5500/5000 스위치에서만 보고됩니다.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려면 다음 명
령을 실행합니다.

참고: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명령은 문서화되지 않습니다.완전히 입력해야 합니다.show mls
notification 명령은 테이블 주소(TA) 값을 제공합니다.show looktable TA-value 명령은 문제의
루트로 추적할 수 있는 가능한 MAC 주소를 반환합니다.

Switch (enable) show mls notification

1: (0004e8e6-000202ce) Noti Chg TA e8e6 OI 2ce (12/15) V 1

!--- This is the mod/port and VLAN. The MAC address is !--- seen on this module 12, port 15 in

VLAN 1. 2: (0004e8e6-000202cd) Noti Chg TA e8e6 OI 2cd (12/14) V 1 !--- This is the mod/port and

VLAN. The next is seen on !--- module 12, port 14 in VLAN 1.

이 명령 출력에서 Chg TA 뒤에 나타나는 4자리/문자 조합을 기록합니다.show looktable 명령은 MLS
TOO MANY MOVES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MAC 주소 제공합니다.

150S_CR(S2)> (enable) show looktable e8e6

Table address: 0xe8e6, Hash: 0x1d1c, Page: 6

Entry Data[3-0]: 0x000002cd 0x00800108 0x0008c790 0x215d0005, Entry Map [00]

Router-Xtag QOS SwGrp3 Port-Index

0 0 0x0 0x2cd

Fab AgeByte C-Mask L-Mask Static SwSc HwSc EnSc AL Trap R-Mac

0 0x01 0x0000 0x0000 0 0 0 0 0 0 0

MacAge Pri-In Modify Notify IPX-Sw IPX-Hw IPX-En Valid SwGrp2 Parity2

0 0 1 0 0 0 0 1 0x0 0

Entry-Mac-Address FID SwGrp1 Parity1

00-08-c7-90-21-5d 1 0x0 1

엔트리 MAC 주소 00-08-c7-90-21-5d는 포트 간에 플랩되는 MAC 주소입니다.잘못된 장치를 찾으
려면 MAC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항목 MAC 주소가 가상 HSRP MAC 주소인 경우 두 HSRP 라우터
가 모두  상태로 전환된 것일 수 있습니다.

MAC 주소 이동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스패닝 트리 문제 또는 물리적 레이어 문제입니다.

이 오류 메시지를 트러블슈팅할 때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참고:또한 이 문서의 HSRP Troubleshooting Modules for CatOS Switches 섹션에 있는 단계
를 완료합니다.

호스트 MAC 주소의 올바른 소스(포트)를 확인합니다.1.
호스트 MAC 주소를 소싱하지 않아야 하는 포트를 분리합니다.2.
VLAN별로 STP 토폴로지를 문서화하고 STP 오류를 확인합니다.3.
포트 채널링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포트 채널 컨피그레이션이 잘못되면 호스트 MAC 주
소별 오류 메시지가 플랩될 수 있습니다.이는 포트 채널링의 로드 밸런싱 특성 때문입니다.

4.



브리징 루프를 방지하려면 PC 또는 IP 전화 이외의 디바이스에 연결하는 모든 포트에서
PortFast를 비활성화합니다.

5.

사례 연구 #7:멀티캐스트 Stub 네트워크의 HSRP 간헐적 상태 변경

멀티캐스트 stub 네트워크의 일부인 HSRP 라우터에 대해 HSRP 이상 상태 변경의 일반적인 원인
이 있습니다.이러한 일반적인 원인은 DR(Non-Designated Router)에서 확인하는 비 RPF(Reverse
Path Forwarding) 트래픽을 처리합니다.멀티캐스트 트래픽 스트림을 전달하지 않는 라우터입니다.

IP 멀티캐스트는 하나의 라우터를 사용하여 중복 토폴로지의 LAN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여러 라
우터에 LAN 또는 VLAN에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 하나의 라우터만 데이터를 전달합니다.LAN의
멀티캐스트 트래픽에 대한 로드 밸런싱은 없습니다.모든 멀티캐스트 트래픽은 LAN의 모든 라우터
에서 항상 표시됩니다.이는 Cisco CGMP(Group Management Protocol) 또는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스누핑이 구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전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두 라
우터 모두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예제를 제공합니다.빨간색 선은 멀티캐스트 피드를 나타냅니다.

멀티캐스트 트래픽 스트림을 전달하지 않는 라우터인 이중화 라우터는 LAN의 아웃바운드 인터페
이스에서 이 데이터를 확인합니다.트래픽이 잘못된 인터페이스에 도달하여 RPF 확인에 실패하므
로 이중화 라우터는 이 트래픽을 삭제해야 합니다.이 트래픽은 소스의 플로우에 역순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비 RPF 트래픽이라고 합니다.이 비 RPF 트래픽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중화 라우터에 (*,G)
또는 (S,G) 상태가 없습니다.따라서 패킷을 삭제하기 위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바로 가기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프로세서는 각 멀티캐스트 패킷을 개별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이 요구 사항은
이러한 라우터의 CPU가 급증하거나 매우 높은 처리 속도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이중 라우터의 멀
티캐스트 트래픽 비율이 높으면 HSRP가 피어의 hello 패킷을 잃고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 RPF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Catalyst 6500 및 8500 라우터에서
하드웨어 액세스 목록을 활성화합니다.액세스 목록은 CPU가 비 RPF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참고:이중화 라우터 인터페이스에서 IP PIM(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을 비활성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이 컨피그레이션은 중복 라우터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500/8500 라우터에는 필터링을 유선 속도로 수행할 수 있는 액세스 목록 엔진이 있습니다.이 기능
을 사용하여 스파스 모드 그룹에 대해 비 RPF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6.2.1 이상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필터링을 활성화하여 비 DR에서
불필요한 비 RPF 트래픽을 수신하지 않도록 합니다.이전 소프트웨어 버전에서는 액세스 목록을 수
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6.2.1 이전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해 이 솔루션을 구현하려면 stub 네트워
크의 인바운드 인터페이스에 액세스 목록을 놓습니다.액세스 목록은 stub 네트워크에서 시작되지
않은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필터링합니다.액세스 목록이 스위치의 하드웨어로 푸시됩니다.이 액세
스 목록을 통해 CPU가 패킷을 보지 않고 하드웨어가 비 RPF 트래픽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라우터가 공통으로 있다고 가정합니다.이 수의 VLAN을 필요한 만큼 VLAN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라우터 A는 VLAN 1의 HSRP 기본, VLAN 2의 보조 라우터 B입니다. 라우터
B는 VLAN 1의 보조, VLAN 2의 기본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A 또는 라우터 B에 더 높은 IP 주소를 지
정하여 해당 라우터를 DR으로 만드십시오.다음 예와 같이 모든 세그먼트의 DR은 라우터가 하나여
야 합니다.

Router A

     VLAN1 Physical IP Address

     A.B.C.3

Router B

     VLAN1 Physical IP Address

     A.B.C.2

     VLAN1 HSRP Address

     A.B.C.1

Router A

     VLAN2 Physical IP Address

     A.B.D.3

Router B

     VLAN2 Physical IP Address

     A.B.D.2

     VLAN2 HSRP Address

     A.B.D.1

이 액세스 목록을 비 DR 라우터에 놓습니다.

access-list 100 permit ip A.B.C.0 0.0.0.255 any

access-list 100 permit ip A.B.D.0 0.0.0.255 any

access-list 100 permit ip any 224.0.0.0 0.0.0.255

access-list 100 permit ip any 224.0.1.0 0.0.0.255

access-list 100 deny ip any 224.0.0.0 15.255.255.255

두 라우터가 공유하는 각 서브넷에 대해 하나의 허용이 있어야 합니다.기타 허용으로 RP(auto-
rendezvous point) 및 예약된 그룹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비 DR의 각 VLAN 인터페이스에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하려면 다음 추가 명령을 실행합
니다.

ip access-group 100인치●

ip 리디렉션 없음●



IP 연결 불가능 없음●

참고:ACL이 하이브리드 컨피그레이션에서 작동하려면 Catalyst 소프트웨어 5.4(3) 이상을 실
행해야 합니다.

참고: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이중화 라우터 설계는 외부 이중화이므로 물리적 6500 라우터가
2개 있습니다.두 개의 경로 프로세서가 하나의 상자에 있는 내부 이중화에 이 해결 방법을 사
용하지 마십시오.

사례 연구 #8:비대칭 라우팅 및 HSRP(HSRP를 실행하는 라우터를 사용하는 네트워
크에서 유니캐스트 트래픽의 과도한 플러딩)

비대칭 라우팅을 사용하면 패킷이 호스트와 통신하는 피어 간에 다른 경로를 따릅니다.이 패킷 흐
름은 HSRP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HSRP 라우터 간 로드 밸런싱을 구성한 결과로 HSRP를 활성 또
는 스탠바이로 설정합니다.스위칭 환경에서 이러한 유형의 패킷 흐름은 알 수 없는 과도한 유니캐
스트 플러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MLS(Multilayer Switching) 항목은 없을 수 있습니다.스위
치가 모든 포트에서 유니캐스트 패킷을 플러딩할 때 알 수 없는 유니캐스트 플러딩이 발생합니다
.목적지 MAC 주소에 대한 항목이 없으므로 스위치에서 패킷을 플러딩합니다.패킷이 여전히 전달되
므로 이 동작은 연결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그러나 이 동작은 호스트 포트에서 추가 패킷의 플러
딩을 나타냅니다.이 사례에서는 비대칭 라우팅의 동작 및 유니캐스트 플러딩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
를 살펴봅니다.

비대칭 라우팅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유니캐스트 패킷 플러딩●

플로우에 대한 MLS 항목 없음●

호스트 포트의 패킷이 호스트로 이동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스니퍼 추적●

서버 로드 밸런서, 웹 캐시 디바이스,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와 같은 L2 기반 패킷 재작성 엔진
으로 네트워크 레이턴시 증가예를 들면 Cisco LocalDirector 및 Cisco Cache Engine이 있습니
다.

●

추가 유니캐스트 플러딩 트래픽 로드를 처리할 수 없는 연결된 호스트 및 워크스테이션에서 삭
제된 패킷

●

참고:라우터의 기본 ARP 캐시 에이징 시간은 4시간입니다.스위치 CAM(Content-Addressable
Memory) 항목의 기본 에이징 시간은 5분입니다.호스트 워크스테이션의 ARP 에이징 시간은
이 논의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이 예에서는 ARP 에이징 시간을 4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이 문제를 보여줍니다.이 토폴로지 예에는 각 스위치에 MSFC(Multilayer Switch
Feature Card)가 포함된 Catalyst 6500이 포함됩니다.이 예에서는 MSFC를 사용하지만 MSFC 대신
임의의 라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수 있는 라우터의 예로는 RSM(Route Switch Module),
GSR(Gigabit Switch Router) 및 Cisco 7500이 있습니다.호스트는 스위치의 포트에 직접 연결됩니
다.스위치는 VLAN 1 및 VLAN 2에 대한 트래픽을 전달하는 트렁크를 통해 상호 연결됩니다.



이러한 출력은 각 MSF에서 show standby 명령 컨피그레이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MSFC1

interface Vlan 1

   mac-address 0003.6bf1.2a01

    ip address 10.1.1.2 255.255.255.0

    no ip redirects

    standby 1 ip 10.1.1.1

    standby 1 priority 110

interface Vlan 2

    mac-address 0003.6bf1.2a01

    ip address 10.1.2.2 255.255.255.0

    no ip redirects

    standby 2 ip 10.1.2.1

MSFC1#show standby

Vlan1 - Group 1

Local state is Active, priority 110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0.696

Hot standby IP address is 10.1.1.1 configured

Active router is local

Standby router is 10.1.1.3 expires in 00:00:07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1

2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20:40

Vlan2 - Group 2

Local state is Standby, priority 100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0.776

Hot standby IP address is 10.1.2.1 configured

Active router is 10.1.2.3 expires in 00:00:09, priority 110

Standby router is local

4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00:51

MSFC1#exit

Console> (enable)

MSFC2



interface Vlan 1

    mac-address 0003.6bf1.2a02

    ip address 10.1.1.3 255.255.255.0

    no ip redirects

    standby 1 ip 10.1.1.1

interface Vlan 2

    mac-address 0003.6bf1.2a02

    ip address 10.1.2.3 255.255.255.0

    no ip redirects

    standby 2 ip 10.1.2.1

    standby 2 priority 110

MSFC2#show standby

Vlan1 - Group 1

Local state is Standby, priority 100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1.242

Hot standby IP address is 10.1.1.1 configured

Active router is 10.1.1.2 expires in 00:00:09, priority 110

Standby router is local

7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01:17

Vlan2 - Group 2

Local state is Active, priority 110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0.924

Hot standby IP address is 10.1.2.1 configured

Active router is local

Standby router is 10.1.2.2 expires in 00:00:09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2

2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40:08

MSFC2#exit

참고:MSFC1에서 VLAN 1은 HSRP  상태이고 VLAN 2는 HSRP  상태입니다.MSFC2에서
VLAN 2는 HSRP  상태이고 VLAN 1은 HSRP  상태입니다.각 호스트의 기본 게이트웨이는 각
대기 IP 주소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캐시가 비어 있습니다.호스트 A는 MSFC1을 기본 게이트웨이로 사용합니다.호
스트 B는 MSFC2를 사용합니다.Ping이 시작되기 전에 ARP 및 MAC 주소 테이블 참고:간단히
말해, 라우터 HSRP 및 MAC 주소의 스위치 1 MAC 주소는 이 섹션에 나타나는 다른 테이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호스트 A는 호스트 B를 ping합니다. 즉 호스트 A가 ICMP 에코 패킷을 전송함을 의미합니다
.각 호스트는 별도의 VLAN에 상주하므로 호스트 A는 호스트 B로 향하는 패킷을 기본 게이트
웨이로 전달합니다.이 프로세스가 수행되려면 호스트 A가 기본 게이트웨이 MAC 주소
10.1.1.1을 확인하기 위해 ARP를 전송해야 합니다.호스트 A가 기본 게이트웨이에 대해
ARP를 보낸 후 ARP 및 MAC 주소 테이블

2.

MSFC1은 패킷을 수신하고, 패킷을 다시 쓰고, 패킷을 호스트 B에 전달합니다. 패킷을 다시 쓰
기 위해 호스트가 직접 연결된 인터페이스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MSFC1은 호스트 B에 대한
ARP 요청을 보냅니다.MSFC2는 아직 이 흐름에서 패킷을 받지 못했습니다.MSFC1이 호스트
B로부터 ARP 응답을 수신하면 두 스위치 모두 호스트 B와 연결된 소스 포트를 학습합니다.호
스트 A가 기본 게이트웨이로 패킷을 전송하고 MSFC1이 호스트 B에 대해 ARP를 보낸 후
ARP 및 MAC 주소 테이블

3.

호스트 B는 호스트 A에서 MSFC1을 통해 에코 패킷을 수신합니다. 호스트 B는 호스트 A에 에
코 응답을 보내야 합니다. 호스트 A는 다른 VLAN에 상주하므로 호스트 B는 기본 게이트웨이

4.



MSFC2를 통해 응답을 전달합니다. MSFC2를 통해 패킷을 전달하려면 호스트 B가 기본 게이
트웨이 IP 주소 10.1.2.1에 대해 ARP를 전송해야 합니다.호스트 B가 기본 게이트웨이에 대해
ARP를 보낸 후 ARP 및 MAC 주소 테이블
호스트 B는 이제 에코 응답 패킷을 MSFC2로 전달합니다. MSFC2는 호스트 A에 대해 ARP 요
청을 보냅니다. 이는 호스트 B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치 2는 호스트 B의
MAC 주소로 MAC 주소 테이블을 채웁니다.호스트 A에서 에코 패킷을 받은 후 ARP 및 MAC
주소 테이블

5.

에코 응답은 호스트 A에 도달하고 플로우가 완료됩니다.6.

비대칭 라우팅의 결과

호스트 A에 의해 호스트 B가 연속적으로 ping하는 경우를 고려하십시오. 호스트 A가 에코 패킷을
MSFC1에 전송하고 호스트 B가 비대칭 라우팅 상태의 MSFC2에 에코 응답을 전송한다는 점에 유
의하십시오.스위치 1이 호스트 B의 소스 MAC를 학습하는 유일한 시간은 호스트 B가 MSFC1에서
ARP 요청에 응답할 때입니다. 이는 호스트 B가 MSFC2를 기본 게이트웨이로 사용하고 MSFC1에
패킷을 전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위치 1은 기본적으로 4시간이므로 스위치 1은 기본적
으로 5분 후에 호스트 B의 MAC 주소를 지정합니다.스위치 2는 5분 후 호스트 A를 에이징합니다.따
라서 스위치 1은 호스트 B의 대상 MAC이 있는 모든 패킷을 알 수 없는 유니캐스트로 취급해야 합
니다.스위치는 호스트 A에서 오는 패킷을 플러딩하고 호스트 B에서 모든 포트를 제외하도록 지정
됩니다.또한 스위치 1에는 MAC 주소 항목 호스트 B가 없으므로 MLS 항목도 없습니다.

호스트 A에 의한 호스트 B의 연속 ping 5분 후 ARP 및 MAC 주소 테이블

호스트 A ARP 테이블

스위치 1 MAC
주소 테이블
MAC VLAN 포
트

MSFC1 ARP 테이블 MSFC2 ARP 테
이블

스위치 2 MAC
주소 테이블
MAC VLAN 포
트

호스트 B ARP 테이블

10.1.1.1:0000.0c07.ac01 0000.0c00.0001
1 2/1 10.1.1.10:0000.0c00.0001 10.1.2.10

0000.0c00.0002
0000.0c00.0002
2 2/1 10.1.2.2:0003.6bf1.2a01

10.1.1.3:0003.6bf1.2a0   10.1.2.10:0000.0c00.0001 10.1.1.10
0000.0c00.0001   10.1.2.1:0000.0c07.ac01

호스트 B에서 오는 에코 응답 패킷은 스위치 2에서 호스트 A에 대한 MAC 주소 항목이 오래되면 동
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호스트 B는 에코 응답을 MSFC2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패킷이 라우팅되
고 VLAN 1에서 전송됩니다. 스위치는 MAC 주소 테이블에 엔트리 호스트 A가 없으며 VLAN 1의 모
든 포트를 플러딩해야 합니다.

비대칭 라우팅 문제는 연결을 끊지 않습니다.그러나 비대칭 라우팅은 과도한 유니캐스트 플러딩 및
누락된 MLS 항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성 변경 사항이 있습니
다.

각 스위치의 MAC 에이징 시간을 14,400초(4시간)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우터의 ARP 시간 제한을 5분(300초)으로 변경합니다.●

MAC 에이징 시간 및 ARP 시간 제한을 동일한 시간 초과 값으로 변경합니다.●

MAC 에이징 시간을 14,400초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은 구성 지침입니다.

CatOS:cam agingtime vlan_aging_time_in_msec 설정●

Cisco IOS 소프트웨어/2900XL/3500XL:mac-address-table aging-time seconds [vlan vlan_id]●

사례 연구 #9:HSRP 가상 IP 주소가 다른 IP 주소로 보고됨



STANDBY-3-DIFVIP1 오류 메시지는 스위치에 브리징 루프가 있기 때문에 interVLAN 유출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스위치에서 브리징 루프로 인해 interVLAN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오류를 해결하십시오.

패킷이 끝 노드 간에 가져와야 하는 경로를 식별합니다.이 경로에 라우터가 있는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첫 번째 스위치에서 라우터로의 경로를 트러블슈팅합니다.라우터에서
두 번째 스위치로의 경로를 트러블슈팅합니다.

1.

경로의 각 스위치에 연결하고 엔드 노드 간 경로에 사용되는 포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사례 연구 #10:HSRP가 보안 포트에서 MAC 위반을 발생시킵니다.

HSRP 지원 라우터에 연결된 스위치 포트에 포트 보안이 구성된 경우 둘 이상의 인터페이스에서 동
일한 보안 MAC 주소를 가질 수 없으므로 MAC 위반이 발생합니다.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보안 포
트에서 보안 위반이 발생합니다.

보안 MAC 주소의 최대 수가 주소 테이블에 추가되고 주소 테이블에 MAC 주소가 없는 스테이
션은 인터페이스에 액세스를 시도합니다.

●

하나의 보안 인터페이스에서 학습되거나 구성된 주소가 동일한 VLAN의 다른 보안 인터페이스
에서 표시됩니다.

●

기본적으로 포트 보안 위반은 스위치 인터페이스를 error-disable로 만들고 즉시 종료하며, 이는 라
우터 간의 HSRP 상태 메시지를 차단합니다.

해결 방법

라우터에서 standby use-bia 명령을 실행합니다.이렇게 하면 라우터가 가상 MAC 주소 대신
HSRP에 대해 번인된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HSRP 지원 라우터에 연결하는 스위치 포트에서 포트 보안을 비활성화합니다.●

사례 연구 #11:%인터페이스 하드웨어가 여러 그룹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인터페이스에 여러 HSRP 그룹이 생성된 경우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Interface hardware cannot support multiple groups

일부 라우터 또는 스위치의 하드웨어 제한 때문에 이 오류 메시지가 수신됩니다.어떤 소프트웨어
방법으로도 그 제한을 극복할 수 없다.문제는 각 HSRP 그룹이 인터페이스에서 하나의 추가 MAC
주소를 사용하므로, 여러 HSRP 그룹을 활성화하려면 이더넷 MAC 칩이 여러 프로그래밍 가능한
MAC 주소를 지원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standby use-bia interface 컨피그레이션 명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에서는 미리 할당된 MAC 주소 대신 인터페이스의 Burned-In Address(BIA)를 가상 MAC 주소로 사
용합니다.

CatOS 스위치용 HSRP 트러블슈팅 모듈

A. HSRP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확인

1. 고유한 라우터 인터페이스 IP 주소 확인



각 HSRP 라우터에 인터페이스별로 각 서브넷에 대해 고유한 IP 주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또한 각
인터페이스에 회선 프로토콜이 작동 중인지 .각 인터페이스의 현재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려면
show ip interface brief 명령을 실행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_1#show ip interface brief

Interface                  IP-Address       OK?  Method    Status      Protocol

Vlan1                    192.168.1.1    YES   manual        up             up

Vlan10                   192.168.10.1    YES   manual        up             up

Vlan11                   192.168.11.1    YES   manual        up             up

Router_2#show ip interface brief

Interface                  IP-Address       OK?  Method   Status       Protocol

Vlan1                    192.168.1.2    YES   manual      up               up

Vlan10                   192.168.10.2   YES   manual      up               up

Vlan11                   192.168.11.2   YES   manual      up               up

2. HSRP(Standby) IP 주소 및 스탠바이 그룹 번호 확인

구성된 HSRP(Standby) IP 주소와 스탠바이 그룹 번호가 각 HSRP 참여 라우터와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대기 그룹 또는 HSRP 대기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HSRP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how standby 명령은 각 인터페이스의 스탠바이 그룹 및 스탠바이 IP 주소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_1#show standby

Vlan10 - Group 10

  Local state is Active, priority 110,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0.216

  Hot standby IP address is 192.168.10.100 configured

  Active router is local

  Standby router is 192.168.10.2 expires in 00:00:08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a

  8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18:04

Vlan11 - Group 11

  Local state is Active, priority 110,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1.848

  Hot standby IP address is 192.168.11.100 configured

  Active router is local

  Standby router is 192.168.11.2 expires in 00:00:08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b

  2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04:45

Router_2#show standby

Vlan10 - Group 10

  Local state is Standby, priority 109,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1.710

  Hot standby IP address is 192.168.10.100 configured

  Active router is 192.168.10.1 expires in 00:00:09, priority 110

  Standby router is local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a

  9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20:22

Vlan11 - Group 11

  Local state is Standby, priority 109,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2.506

  Hot standby IP address is 192.168.11.100 configured

  Active router is 192.168.11.1 expires in 00:00:09, priority 110

  Standby router is local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b

  4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07:07

3. HSRP(Standby) IP 주소가 인터페이스마다 다른지 확인합니다.

대기(HSRP) IP 주소가 각 인터페이스의 구성된 IP 주소에서 고유한지 확인합니다.show standby 명
령은 이 정보를 보기 위한 빠른 참조입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_1#show standby

Vlan10 - Group 10

  Local state is Active, priority 110,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0.216

  Hot standby IP address is 192.168.10.100 configured

  Active router is local

  Standby router is 192.168.10.2 expires in 00:00:08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a

  8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18:04

Vlan11 - Group 11

  Local state is Active, priority 110,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1.848

  Hot standby IP address is 192.168.11.100 configured

  Active router is local

  Standby router is 192.168.11.2 expires in 00:00:08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b

  2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04:45

Router_2#show standby

Vlan10 - Group 10

  Local state is Standby, priority 109,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1.710

  Hot standby IP address is 192.168.10.100 configured

  Active router is 192.168.10.1 expires in 00:00:09, priority 110

  Standby router is local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a

  9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20:22

Vlan11 - Group 11

  Local state is Standby, priority 109,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2.506

  Hot standby IP address is 192.168.11.100 configured

  Active router is 192.168.11.1 expires in 00:00:09, priority 110

  Standby router is local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b

  4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07:07

4. 대사용공포명령어 사용 시기

HSRP가 토큰 링 인터페이스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는 standby use-bia 명령
만 사용합니다.이 명령은 라우터에 HSRP 그룹의 가상 HSRP MAC 주소 대신 BIA를 사용하도록 지
시합니다.토큰 링 네트워크에서 SRB(source-route bridging)가 사용 중인 경우 standby use-bia 명
령을 사용하면 새 활성 라우터가 불필요한 ARP로 호스트 RIF(Routing Information Field) 캐시를 업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호스트 구현에서 무상 ARP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standby use-bia 명령에 대한 또 다른 주의 사항은 프록시 ARP입니다.스탠바이 라우터는 실패한
활성 라우터의 손실된 프록시 ARP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5. 액세스 목록 구성 확인

모든 HSRP 피어에 구성된 액세스 목록이 해당 인터페이스에 구성된 HSRP 주소를 필터링하지 않
는지 확인합니다.특히 서브넷의 모든 라우터에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멀티캐스트 주소
를 확인합니다(224.0.0.2). 또한 HSRP 포트 1985로 향하는 UDP 트래픽이 필터링되지 않았는지 확
인합니다.HSRP는 이 주소와 포트를 사용하여 피어 간에 hello 패킷을 전송합니다.라우터에 구성된
액세스 목록을 메모하기 위해 show access-lists 명령을 빠른 참조로 실행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_1#show access-lists

Standard IP access list 77

    deny   167.19.0.0, wildcard bits 0.0.255.255

    permit any

Extended IP access list 144

    deny pim 238.0.10.0 0.0.0.255 any

    permit ip any any (58 matches)

6. 고유한 라우터 구성 검토(MSM 및 4232-L3)

참고:Catalyst 6500/6000용 MSM(Multilayer Switch Module) 및 Catalyst 4000용 4232-L3 블
레이드는 고유한 구성을 가집니다.HSRP 문제를 해결할 때 4232-L3 또는 MSM뿐만 아니라
인접 스위치 포트 컨피그레이션도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인접 스위치 포트를 올바르게
구성하지 않은 경우 HSRP 불안정 및 기타 연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HSRP 중복 IP 주
소 오류 메시지는 이러한 하드웨어 모듈의 잘못된 컨피그레이션과 연관된 가장 일반적인 메시
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Catalyst 4000 Layer 3 Services 모듈의 설치 및 구성 참고 사항●

Catalyst 6000 제품군 MSM 설치/구성 참고●

  

B. Catalyst Fast EtherChannel 및 트렁킹 구성 확인

1. 트렁킹 구성 확인

HSRP 라우터를 연결하기 위해 트렁크를 사용하는 경우 라우터와 스위치의 트렁킹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다음과 같은 5가지 트렁킹 모드가 가능합니다.

켜짐●

바람직한●

자동●

꺼짐●

비협상●

구성된 트렁킹 모드가 원하는 트렁킹 방법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lan/cat4000/inst_nts/78_10164.htm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8/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09186a0080144293.html


HSRP 문제를 해결할 때 스위치 간 연결에 적합한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에
서는 스위치 포트가 트렁크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없는 문제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Cisco
IOS 라우터는 트렁크 협상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라우터-스위치 컨피그레이션을 비협상으로 설정합
니다.

IEEE 802.1Q(dot1q) 트렁킹 모드의 경우 트렁크의 양쪽이 동일한 네이티브 VLAN을 사용하도록 구
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Cisco 제품은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VLAN에 태그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네이티브 VLAN 컨피그레이션이 일치하지 않으면 VLAN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라우터
에 구성된 VLAN을 전달하도록 트렁크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VLAN이 정리되지 않고 라우터
연결 포트에 대한 STP 상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이 정보를 보여주는 빠른 참조를 위해 show trunk
mod/port 명령을 실행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witch_1> (enable) show trunk 2/11

Port      Mode         Encapsulation  Status        Native 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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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desirable    isl            trunking      1

Port      Vlans allowed on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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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1-1005

Port      Vlans allowed and active in managemen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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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1-2

Port      Vlans in spanning tree forwarding state and not pru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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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1-2

Switch_2> (enable) show trunk 2/10

Port      Mode         Encapsulation  Status        Native 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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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desirable    isl            trunking      1

Port      Vlans allowed on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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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1-1005

Port      Vlans allowed and active in managemen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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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1-2

Port      Vlans in spanning tree forwarding state and not pru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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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1-2

Switch_1> (enable) show trunk 2/11

Port      Mode         Encapsulation  Status        Native 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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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nonegotiate isl            trunking      1

Port      Vlans allowed on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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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1-1005

Port      Vlans allowed and active in managemen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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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1-2

Port      Vlans in spanning tree forwarding state and not pru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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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1-2

Switch_1> (enable) show trunk 2/11

Port      Mode         Encapsulation  Status        Native 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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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nonegotiate  dot1q          trunking      1

Port      Vlans allowed on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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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1-1005

Port      Vlans allowed and active in managemen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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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1-2

Port      Vlans in spanning tree forwarding state and not pru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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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1-2

2. Fast EtherChannel(포트 채널링) 컨피그레이션 확인

HSRP 라우터를 연결하기 위해 포트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 라우터와 스위치 모두에서
EtherChannel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스위치 간 포트 채널을 하나 이상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구성합니다.다른 쪽은 다음 모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켜짐●

바람직한●

자동●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witch_1> (enable) show port channel

Port  Status     Channel              Admin Ch

                 Mode                 Group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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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connected  desirable silent       16   769

 1/2  connected  desirable silent       16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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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  Device-ID                       Port-ID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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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CA031700TR                     1/1                       WS-C6509

 1/2  SCA031700TR                     1/2                       WS-C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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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tch_2> (enable) show port channel

Port  Status     Channel              Admin Ch

                 Mode                 Group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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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connected  desirable silent        29   769

 1/2  connected  desirable silent        29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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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  Device-ID                       Port-ID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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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TBA03501066                     1/1                       WS-C6506

 1/2  TBA03501066                     1/2                       WS-C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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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 채널링 및 트렁킹 샘플 구성

CatOS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Catalyst 4500/4000, 5500/5000 및 6500/6000 스위치 간

http://www.cisco.com/en/US/tech/tk389/tk213/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9c2.shtml


EtherChannel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4. 스위치 MAC 주소 전달 테이블 조사

HSRP 가상 MAC 주소 및 물리적 BIA에 대한 HSRP 라우터의 스위치에 MAC 주소 테이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라우터의 show standby 명령은 가상 MAC 주소를 제공합니다.show interface 명
령은 물리적 BIA를 제공합니다.다음은 샘플 출력입니다.

Router_1#show standby

Vlan1 - Group 1

  Local state is Active, priority 100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1.820

  Hot standby IP address is 10.1.1.254 configured

  Active router is local

  Standby router is 10.1.1.2 expires in 00:00:07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1

  2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50:15

Vlan2 - Group 2

  Local state is Active, priority 200,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Next hello sent in 00:00:00.724

  Hot standby IP address is 10.2.1.254 configured

  Active router is local

  Standby router is 10.2.1.2 expires in 00:00:09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2

  6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07:59

Switch_1> (enable) show cam 00-00-0c-07-ac-01

* = Static Entry + = Permanent Entry # = System Entry R = Router Entry X = Port Security

Entry

VLAN  Dest MAC/Route Des    [CoS]  Destination Ports or VCs / [Protoco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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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0-00-0c-07-ac-01  R          15/1 [ALL]

Total Matching CAM Entries Displayed = 1

Switch_1> (enable) show cam 00-00-0c-07-ac-02

* = Static Entry  + = Permanent Entry  # = System Entry R = Router Entry X = Port Security

Entry

VLAN  Dest MAC/Route Des    [CoS]  Destination Ports or VCs / [Protoco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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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0-00-0c-07-ac-02  R          15/1 [ALL]

Total Matching CAM Entries Displayed = 1

항목의 에이징 속도를 확인하려면 CAM 에이징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시간이 기본적으로 15초인
STP 전달 지연에 대해 구성된 값과 같으면 네트워크에 STP 루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음은
샘플 명령 출력입니다.

Switch_1> (enable) show cam agingtime

VLAN    1 aging time = 300 sec

VLAN    2 aging time = 300 sec

VLAN 1003 aging time = 300 sec

VLAN 1005 aging time = 300 sec

Switch_2> (enable) show cam agingtime

VLAN    1 aging time = 300 sec

VLAN    2 aging time = 300 sec

VLAN 1003 aging time = 300 sec

VLAN 1005 aging time = 300 sec

C. 물리적 레이어 연결 확인

http://www.cisco.com/en/US/tech/tk389/tk213/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9c2.shtml


HSRP 그룹에 있는 둘 이상의 라우터가 활성 상태가 되면 해당 라우터는 동료 HSRP 피어로부터
hello 패킷을 지속적으로 수신하지 않습니다.물리적 레이어 문제로 인해 피어 간 트래픽이 일관성
있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HSRP 문제를 해결할 때 HSRP 피어 간의
물리적 연결 및 IP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연결을 확인하려면 show standby 명령을 실행합니다.예
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_1#show standby

Vlan10 - Group 10

  Local state is Active, priority 110,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Hot standby IP address is 192.168.10.100 configured

  Active router is local

  Standby router is unknown expired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a

  12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00:48

Vlan11 - Group 11

  Local state is Active, priority 110,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Hot standby IP address is 192.168.11.100 configured

 Active router is local

  Standby router is unknown expired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b

  6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00:48

Router_2#show standby

Vlan10 - Group 10

  Local state is Active, priority 109,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Hot standby IP address is 192.168.10.100 configured

  Active router is local

  Standby router is unknown expired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a

  15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01:18

Vlan11 - Group 11

  Local state is Active, priority 109, may preempt

  Hellotime 3 holdtime 10

  Hot standby IP address is 192.168.11.100 configured

  Active router is local

  Standby router is unknown expired

  Standby virtual mac address is 0000.0c07.ac0b

  10 state changes, last state change 00:01:18

1. 인터페이스 상태 확인

인터페이스를 확인합니다.다음 예와 같이 모든 HSRP 구성 인터페이스 /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Router_1#show ip interface brief

Interface                  IP-Address      OK? Method Status                     Protocol

Vlan1                      10.1.1.1            YES manual administratively down   down

Vlan2                      10.2.1.1            YES manual up                      up

Router_2#show ip interface brief

Interface                  IP-Address      OK? Method Status              Protocol

Vlan1                      10.1.1.2            YES manual up                 up

Vlan2                      10.2.1.2            YES manual down               down

관리상 / 상태인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 라우터에서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시작하고 no shutdown
interface-specific 명령을 실행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_1#configure terminal

Enter configuration commands, one per line.  End with CNTL/Z.

Router_1(config)# interface vlan 1

Router_1(config-if)# no shutdown

Router_1(config-if)# ^Z

Router_1#show ip interface brief

Interface                  IP-Address      OK? Method Status                   Protocol

Vlan1                      10.1.1.1            YES manual up                     down

Vlan2                      10.2.1.1            YES manual up                      up

인터페이스가 / 또 / 경우 모든 인터페이스 변경 알림에 대한 로그를 검토합니다.Cisco IOS
Software 기반 스위치의 경우 링크 / 상황에 대해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LINK-3-UPDOWN: Interface "interface", changed state to up

%LINK-3-UPDOWN: Interface "interface", changed state to down

Router_1#show log

3d04h: %STANDBY-6-STATECHANGE: Standby: 0: Vlan2 state Active-> Speak

3d04h: %LINK-5-CHANGED: Interface Vlan2, changed state to down

3d04h: %LINEPROTO-5-UPDOWN: Line protocol on Interface Vlan2, changed state to down

포트, 케이블, HSRP 피어 간에 있는 트랜시버 또는 기타 디바이스를 검사합니다.연결이 제거되었
거나 느슨해진 사람이 있습니까?링크가 반복적으로 손실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까?올바른 케이
블 유형이 사용됩니까?인터페이스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예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_1#show interface vlan2

Vlan2 is down, line protocol is down

  Hardware is Cat5k RP Virtual Ethernet, address is 0030.f2c9.5638 (bia 0030.f2c9.5638)

  Internet address is 10.2.1.1/24

  MTU 1500 bytes, BW 10000 Kbit, DLY 1000 usec,

     reliability 255/255, txload 1/255, rxload 1/255

  Encapsulation ARPA, loopback not set

  ARP type: ARPA, ARP Timeout 04:00:00

  Last input 00:00:00, output never, output hang never

  Last clearing of "show interface" counters never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0 drops; input queue 0/75, 0 drops

  5 minute in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5 minute output rate 0 bits/sec, 0 packets/sec

     155314 packets input, 8259895 bytes, 0 no buffer

     Received 0 broadcasts, 0 runts, 0 giants, 0 throttles

     0 input errors, 0 CRC, 0 frame, 0 overrun, 0 ignored

     8185 packets output, 647322 bytes, 0 underruns

     0 output errors, 3 interface resets

     0 output buffer failures, 0 output buffers swapped out

2. 링크 변경 및 포트 오류

스위치 포트 링크 변경 사항 및 기타 오류를 확인합니다.다음 명령을 실행하고 출력을 검토합니다.

로깅 버퍼 표시●

포트 표시●

show mac●

이러한 명령은 스위치와 기타 디바이스 간의 연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링크 / 상황 정상입니다.



PAGP-5-PORTTOSTP:Port [dec]/[dec] joined bridge port [dec]/[chars]

PAGP-5-PORTFROMSTP: Port [dec]/[dec] left bridge port [dec]/[chars]

Switch_1> (enable) show logging buffer

2001 Jan 08 20:37:24 %PAGP-5-PORTTOSTP:Port 2/1 joined bridge port 2/1

2001 Jan 08 20:37:25 %PAGP-5-PORTTOSTP:Port 2/2 joined bridge port 2/2

2001 Jan 08 20:37:25 %PAGP-5-PORTTOSTP:Port 2/3 joined bridge port 2/3

2001 Jan 08 20:37:25 %PAGP-5-PORTTOSTP:Port 2/11 joined bridge port 2/11

2001 Jan 08 20:46:39 %PAGP-5-PORTTOSTP:Port 2/12 joined bridge port 2/12

2001 Jan 08 20:46:29 %PAGP-5-PORTFROMSTP:Port 2/11 left bridge port 2/11

2001 Jan 08 20:46:29 %PAGP-5-PORTFROMSTP:Port 2/12 left bridge port 2/12

2001 Jan 08 20:47:05 %DTP-5-TRUNKPORTON:Port 2/11 has become isl trunk

2001 Jan 08 20:52:15 %PAGP-5-PORTTOSTP:Port 2/11 joined bridge port 2/11

2001 Jan 08 22:18:24 %DTP-5-TRUNKPORTON:Port 2/12 has become isl trunk

2001 Jan 08 22:18:34 %PAGP-5-PORTTOSTP:Port 2/12 joined bridge port 2/12

포트의 일반 상태를 확인하려면 show port 명령을 실행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witch_1> (enable) show port status 2/11

Port  Name               Status     Vlan       Level  Duplex Spee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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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connected  trunk      normal a-full a-100 10/100BaseTX

포트 상태가 , Noconnect 또는 errdisable?상태가   경우 케이블이 양쪽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올바른 케이블이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상태가 errdisable인 경우 카운터를 검토하여 과도한 오
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CatOS 플랫폼에서 errDisable 포트 상태에서 복구를 참조
하십시오.

이 포트는 어떤 VLAN으로 구성됩니까?연결의 다른 쪽이 동일한 VLAN에 대해 구성되어 있는지 확
인합니다.링크가 트렁크로 구성된 경우 트렁크의 양쪽이 동일한 VLAN을 전달해야 합니다.

속도 및 이중 구성이란 무엇입니까?설정 앞에 a- 가 있으면 포트가 속도 및 듀플렉스를 자동으로 협
상하도록 구성됩니다.그렇지 않으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 컨피그레이션을 미리 결정합니다.링크
의 속도 및 듀플렉스를 구성하려면 링크 양쪽의 설정이 일치해야 합니다.한 스위치 포트가 자동 협
상을 위해 구성된 경우 링크의 다른 측도 자동 협상을 위해 구성해야 합니다.한쪽이 특정 속도와 듀
플렉스로 하드 코드된 경우 다른 쪽도 하드 코딩되어야 합니다.한쪽을 자동 협상하도록 두고 다른
쪽이 하드 코딩된 경우 자동 협상 프로세스를 중단합니다.

Switch_1> (enable) show port counters 2/11

Port  Align-Err  FCS-Err    Xmit-Err   Rcv-Err    Under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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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0          0          0          0         0

Port  Single-Col Multi-Coll Late-Coll  Excess-Col Carri-Sen Runts     G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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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0          0          0          0         0         0         -

Last-Time-Cl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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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 Jan 5 2001, 13:30:45

Align-Err, FCS-Err 또 Runts가 ?이는 포트와 연결 디바이스 간의 속도 또는 듀플렉스 불일치를 나타
냅니다.이러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당 포트의 속도 및 듀플렉스 설정을 변경합니다.

포트가 트래픽을 전달하는지 확인하려면 show mac 명령을 실행합니다.Rcv-및 Xmit-열은 특정 포
트에서 수신하여 전송되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및 브로드캐스트 패킷의 수를 나타냅니다.아래
쪽 카운터는 폐기되거나 손실된 패킷 수와 이러한 패킷이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의 일부
인지 나타냅니다.Rn-Discrd, In-Lost 및 Out-Lost는 버퍼가 부족하여 실수로 전달되거나 삭제된 패킷

http://www.cisco.com/en/US/tech/tk389/tk214/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3dcb.shtml


수를 계산합니다.

Switch_1> (enable) show mac 2/11

Port     Rcv-Unicast          Rcv-Multicast        Rcv-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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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9786                 9939                 2678

Port     Xmit-Unicast         Xmit-Multicast       Xmit-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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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587                55517                  148

Port     Rcv-Octet            Xmit-Oc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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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2354136              7206386

MAC      Dely-Exced MTU-Exced  In-Discard Lrn-Discrd In-Lost    Out-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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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0          -         13          0          0          0

Last-Time-Cl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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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 Jan 5 2001, 13:30:45

3. IP 연결 확인

IP 연결을 확인합니다.연결된 라우터에서 IP ping을 실행합니다.이로 인해 순간적인 연결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확장 ping은 활성화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다음은 샘플 명령 출력입니다.

router_1#ping

Protocol [ip]:

Target IP address: 10.2.1.2

Repeat count [5]: 1000

Datagram size [100]: 1500

Timeout in seconds [2]:

Extended commands [n]:

Sweep range of sizes [n]: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1000, 1500-byte ICMP Echos to 10.2.1.2, timeout is 2 seconds:

!!!!!!!!!!!!!!!!!!!!!!!!!!!!!!!!!!!!!!!!!!!!!!!!!!!!!!!!!!!!!!!!!!!!!!

!!!!!!!!!!!!!!!!!!!!!!!!!!!!!!!!!!!!!!!!!!!!!!!!!!!!!!!!!!!!!!!!!!!!!!

!!!!!!!!!!!!!!!!!!!!!!!!!!!!!!!!!!!!!!!!!!!!!!!!!!!!!!!!!!!!!!!!!!!!!!

!!!!!!!!!!!!!!!!!!!!!!!!!!!!!!!!!!!!!!!!!!!!!!!!!!!!!!!!!!!!!!!!!!!!!!

!!!!!!!!!!!!!!!!!!!!!!!!!!!!!!!!!!!!!!!!!!!!!!!!!!!!!!!!!!!!!!!!!!!!!!

!!!!!!!!!!!!!!!!!!!!!!!!!!!!!!!!!!!!!!!!!!!!!!!!!!!!!!!!!!!!!!!!!!!!!!

!!!!!!!!!!!!!!!!!!!!!!!!!!!!!!!!!!!!!!!!!!!!!!!!!!!!!!!!!!!!!!!!!!!!!!

!!!!!!!!!!!!!!!!!!!!!!!!!!!!!!!!!!!!!!!!!!!!!!!!!!!!!!!!!!!!!!!!!!!!!!

!!!!!!!!!!!!!!!!!!!!!!!!!!!!!!!!!!!!!!!!!!!!!!!!!!!!!!!!!!!!!!!!!!!!!!

!!!!!!!!!!!!!!!!!!!!!!!!!!!!!!!!!!!!!!!!!!!!!!!!!!!!!!!!!!!!!!!!!!!!!!

!!!!!!!!!!!!!!!!!!!!!!!!!!!!!!!!!!!!!!!!!!!!!!!!!!!!!!!!!!!!!!!!!!!!!!

!!!!!!!!!!!!!!!!!!!!!!!!!!!!!!!!!!!!!!!!!!!!!!!!!!!!!!!!!!!!!!!!!!!!!!

!!!!!!!!!!!!!!!!!!!!!!!!!!!!!!!!!!!!!!!!!!!!!!!!!!!!!!!!!!!!!!!!!!!!!!

!!!!!!!!!!!!!!!!!!!!!!!!!!!!!!!!!!!!!!!!!!!!!!!!!!!!!!!!!!!!!!!!!!!!!!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1000/1000), round-trip min/avg/max = 4/4/20 ms

각 HSRP 라우터에서 피어로의 ping을 실행하여 연결 장애 위치를 확인합니다.

4. 단방향 링크 확인

스위치에서 HSRP 피어 간의 단방향 링크를 확인합니다.단방향 링크는 로컬 디바이스가 링크를 통



해 전송하는 트래픽을 인접 디바이스에서 수신하지만, 인접 디바이스가 전송하는 트래픽은 로컬 디
바이스에서 수신하지 않습니다.이후 버전의 CatOS에는 단방향 링크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
니다.이 기능은 UDLD(UniDirectional Link Detection) 적극적인 모드라고 합니다.UDLD는 연결의 양
쪽이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UDLD aggressive 모드는 L2에서 작동하여 링
크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트래픽이 오른쪽 인접 디바이스 간에 양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합
니다.포트별로 포인트-투-포인트 연결을 위해 CatOS 릴리스 5.4(3) 이상에서 UDLD 적극적인 모드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샘플 명령 출력입니다.

참고:UDLD 적극적인 모드를 활성화하지 않고 UDLD를 활성화하면 잘못된 유선 파이버 케이
블이 있는지 확인할 뿐입니다.이 경우 UDLD는 수신 및 전송이 여러 연결 사이에서 교차되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Switch_1> (enable) set udld enable

UDLD enabled globally

Console> (enable) set udld aggressive-mode enable 1/1-2

Aggressive UDLD enabled on ports 1/1-2.

Console> (enable) show udld

UDLD      : enabled

Message Interval : 15 seconds

Console> (enable) show udld port 1

UDLD : enabled

Message Interval : 15 seconds

Port Admin Status Aggressive Mode Link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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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nabled enabled undetermined

1/2 enabled enabled undetermined

스위치가 UDLD를 지원하지 않는 CatOS 5.4.3 이하 또는 해당 링크에 한쪽 끝에 라우터가 있는 경
우 Cisco CDP(Discovery Protocol)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CDP 활성화는 단방향 링크가 있는지
여부를 탐지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링크의 한 쪽만 인접 디바이스를 볼 수 있는 경우 디바이스 간
케이블을 교체하고 결함이 있는 인터페이스를 확인합니다. 

Switch_1> (enable) show cdp

CDP               : enabled

Message Interval  : 60

Hold Time         : 180

Switch_1> (enable) show cdp neighbors

* - indicates vlan mismatch.

# - indicates duplex mismatch.

Port     Device-ID                       Port-ID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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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066560091(Switch_2)             2/9                       WS-C5505

2/6     066560091(Switch_2)             2/10                      WS-C5505

15/1     Router_1                       Vlan1                     cisco Cat5k-RSFC

Switch_2> (enable) show cdp

CDP               : enabled

Message Interval  : 60

Hold Time         : 180

Switch_2> (enable) show cdp neighbors

* - indicates vlan mismatch.

# - indicates duplex mismatch.

Port     Device-ID                       Port-ID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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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066565061(Switch_1)             2/5                       WS-C5505



2/10    066565061(Switch_1)             2/6                       WS-C5505

15/1     Router_2                       Vlan1                     cisco Cat5k-RSFC

5. 추가 물리적 계층 문제 해결 참조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더넷 10/100/1000Mb 반이중/전이중 자동 협상 구성 및 문제 해결●

CatOS 플랫폼에서 errDisable 포트 상태 복구●

Cisco Catalyst 스위치와 NIC 호환성 문제 해결●

NIC 호환성 문제에 대한 Cisco Catalyst 스위치 트러블슈팅의 데이터 링크 오류 이해 섹션●

스위치 포트 및 인터페이스 문제 해결●

D. Layer 3 HSRP 디버깅

HSRP 상태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HSRP 활동을 감시하려면 라우터의 활성화 모드에서
HSRP debug 명령을 사용합니다.이 정보는 라우터에서 어떤 HSRP 패킷을 수신하여 전송할지 결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Cisco Technical Support를 통해 서비스 요청을 생성할 경우 이 정보를 수
집합니다.디버그 출력에는 HSRP 상태 정보와 자세한 HSRP hello 패킷 어카운트도 표시됩니다.

1. 표준 HSRP 디버깅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1 이하에서는 HSRP debug 명령을 간단하게 debug standby로 실
행합니다.이 정보는 문제가 간헐적이고 일부 인터페이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디
버그를 사용하면 문제의 HSRP 라우터가 특정 간격으로 HSRP hello 패킷을 수신하고 전송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우터가 hello 패킷을 수신하지 않으면 피어가 hello 패킷을 전송하지 않거나
네트워크가 패킷을 삭제하도록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명령 목적
디버그 대기 HSRP 디버깅 사용

다음은 샘플 명령 출력입니다.

Router_1#debug standby

HSRP debugging is on

Router_1#

4d01h: SB1: Vlan1 Hello  out 10.1.1.1 Active  pri 100 ip 10.1.1.254

4d01h: SB1: Vlan1 Hello  in  10.1.1.2 Standby pri 100 ip 10.1.1.254

4d01h: SB2: Vlan2 Hello  in  10.2.1.2 Standby pri 100 ip 10.2.1.254

4d01h: SB2: Vlan2 Hello  out 10.2.1.1 Active  pri 100 ip 10.2.1.254

2. 조건부 HSRP 디버깅(스탠바이 그룹 및/또는 VLAN에 기반한 출력 제한)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0(3)에서는 debug standby 명령의 출력을 인터페이스 및 그룹 번
호에 따라 필터링하도록 허용하는 디버그 조건을 도입했습니다.이 명령은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0에 도입된 디버그 조건 패러다임을 사용합니다.

명령 목적

http://www.cisco.com/en/US/tech/tk389/tk214/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781.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389/tk214/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3dcb.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8/products_tech_note09186a00800a7af0.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8/products_tech_note09186a00800a7af0.shtml#ustand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8/products_tech_note09186a00800a7af0.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8/products_tech_note09186a008015bfd6.shtml


디버그 조건 대기 interface_group 그룹의 HSRP 조건부 디버깅을 활성화합니다(0-255).

인터페이스는 HSRP를 지원할 수 있는 유효한 인터페이스여야 합니다.그룹은 0부터 255까지의 모
든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 디버그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
면 새 그룹을 초기화하는 동안 디버그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디버그 출력을 생성하려면 디버그 대
기 모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대기 디버그 조건이 없는 경우 모든 인터페이스의 모든 그룹에 대해
디버그 출력이 생성됩니다.하나 이상의 대기 디버그 조건이 있는 경우 대기 디버그 출력은 모든 대
기 디버그 조건을 기반으로 필터링됩니다.다음은 샘플 명령 출력입니다.

Router_1#debug condition standby vlan 2 2

Condition 1 set

Router_1#

4d01h: Vl2 SB2 Debug: Condition 1, standby Vl2 SB2 triggered, count 1

Router_1#debug standby

HSRP debugging is on

Router_1#

4d01h: SB2: Vlan2 Hello  in  10.2.1.2 Standby pri 100 ip 10.2.1.254

4d01h: SB2: Vlan2 Hello  out 10.2.1.1 Active  pri 100 ip 10.2.1.254

4d01h: SB2: Vlan2 Hello  out 10.2.1.1 Active  pri 100 ip 10.2.1.254

4d01h: SB2: Vlan2 Hello  in  10.2.1.2 Standby pri 100 ip 10.2.1.254

3. 향상된 HSRP 디버깅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1)에 향상된 HSRP 디버깅이 추가되었습니다.유용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향상된 HSRP 디버깅은 주기적인 hello 메시지의 소음을 제한하며 추가 상태 정보를
포함합니다.이 정보는 Cisco 기술 지원 엔지니어와 함께 서비스 요청을 생성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명령 목적

디버그 대기 모든 HSRP 오류, 이벤트 및 패킷을 표시합
니다.

디버그 대기 오류 HSRP 오류를 표시합니다.
디버그 대기 이벤트 [[all] | [hsrp] | 이중화 | track]] [detail] HSRP 이벤트를 표시합니다.
디버그 대기 패킷 [[모두 | 용어] | [알림 | 쿠데타 | hello | 사임]] [세부
정보] HSRP 패킷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샘플 명령 출력입니다.

Router_2#debug standby terse

HSRP:

  HSRP Errors debugging is on

  HSRP Events debugging is on

  HSRP Packets debugging is on

  (Coup, Resign)

Router_2#

00:39:50: SB2: Vlan2 Standby: c/Active timer expired (10.2.1.1)

00:39:50: SB2: Vlan2 Standby -> Active

00:39:50: %STANDBY-6-STATECHANGE: Standby: 2: Vlan2 state Standby -> Active

00:40:30: SB2: Vlan2 Standby router is 10.2.1.1

00:41:12: SB2: Vlan2 Active: d/Standby timer expired (10.2.1.1)

00:42:09: SB2: Vlan2 Coup   in  10.2.1.1 Listen  pri 200 ip 10.2.1.254

00:42:09: SB2: Vlan2 Active: j/Coup rcvd from higher pri router

00:42:09: SB2: Vlan2 Active -> Speak

00:42:09: %STANDBY-6-STATECHANGE: Standby: 2: Vlan2 state Active -> Speak

00:42:09: SB2: Vlan2 Active router is 10.2.1.1

00:42:19: SB2: Vlan2 Speak: d/Standby timer expired (unknown)

00:42:19: SB2: Vlan2 Speak -> Standby

00:42:19: %STANDBY-6-STATECHANGE: Standby: 2: Vlan2 state Speak  -> Standby



이 디버그 출력을 필터링하려면 인터페이스 및/또는 HSRP 그룹 조건부 디버깅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명령 목적
디버그 조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조건부 디버깅 사용
디버그 조건 대기 interface_group HSRP 조건부 디버깅 사용

이 예에서는 라우터가 기존 HSRP 그룹에 조인합니다.

SB1: Ethernet0/2 Init: a/HSRP enabled

SB1: Ethernet0/2 Active: b/HSRP disabled (interface down)

SB1: Ethernet0/2 Listen: c/Active timer expired (unknown)

SB1: Ethernet0/2 Active: d/Standby timer expired (10.0.0.3)

SB1: Ethernet0/2 Speak: f/Hello rcvd from higher pri Speak router

SB1: Ethernet0/2 Active: g/Hello rcvd from higher pri Active router

SB1: Ethernet0/2 Speak: h/Hello rcvd from lower pri Active router

SB1: Ethernet0/2 Standby: i/Resign rcvd

SB1: Ethernet0/2 Active: j/Coup rcvd from higher pri router

SB1: Ethernet0/2 Standby: k/Hello rcvd from higher pri Standby router

SB1: Ethernet0/2 Standby: l/Hello rcvd from lower pri Standby router

SB1: Ethernet0/2 Active: m/Standby mac address changed

SB1: Ethernet0/2 Active: n/Standby IP address configured

E. 스패닝 트리 트러블슈팅

STP 루프 상태 또는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HSRP 피어의 적절한 통신이 차단될 수 있습니
다.이러한 부적절한 통신 때문에 각 피어는 활성 라우터가 됩니다.STP 루프는 브로드캐스트 스톰,
중복된 프레임 및 MAC 테이블 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모든 문제는 전체 네트워크, 특
히 HSRP에 영향을 미칩니다.HSRP 오류 메시지는 STP 문제의 첫 번째 표시일 수 있습니다.

STP 문제를 해결할 때 각 VLAN에서 네트워크의 STP 토폴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어떤 스위치가
루트 브리지인지 그리고 어떤 포트가 차단 및 포워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각 VLAN에는 고유한
STP 토폴로지가 있으므로 이 정보는 각 VLAN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스패닝 트리 구성 확인

네트워크의 모든 스위치 및 브리징 디바이스에 STP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각 스위치에서
루트 브리지의 위치를 확인합니다.또한 다음 타이머의 값을 확인합니다.

   ●

hello ●

 ●

모든 정보를 보려면 show spantree 명령을 실행합니다.기본적으로 이 명령은 VLAN 1에 대한 이 정
보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VLAN 번호를 명령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다른 VLAN 정보도 볼 수 있습니
다.이 정보는 STP 문제를 해결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show spantree 출력에서 주의하는 3개의 타이머는 루트 브리지에서 학습됩니다.이러한 타이머는
해당 브리지에 설정된 타이머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타이머가 루트 브리지와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이 스위치가 어떤 시점에서든 루트 브리지가 됩니다.이러한 타이머와 루트
브리지의 매칭은 연속성과 관리 용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또한 일치하지 않는 타이머가
있는 스위치가 네트워크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참고:네트워크에 이중화 링크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VLAN에 대해 항상 STP를 활성
화합니다.비이중화 네트워크에서 STP를 활성화하면 파손이 방지됩니다.누군가가 허브나 다



른 스위치와 함께 브리징하고 실수로 물리적 루프를 만드는 경우 브레이크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STP는 특정 문제를 격리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STP를 활성화하면 네트워크에서
어떤 것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격리해야 하는 기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how spantree 명령의 샘플 출력입니다.

Switch_1> (enable) show spantree

VLAN 1

Spanning tree enabled

Spanning tree type          ieee

Designated Root             00-01-64-34-90-00

Designated Root Priority    98

Designated Root Cost        0

Designated Root Port        1/0

Root Max Age   20 sec       Hello Time 2  sec   Forward Delay 15 sec

Bridge ID MAC ADDR          00-01-64-34-90-00

Bridge ID Priority          98

Bridge Max Age 20 sec       Hello Time 2  sec   Forward Delay 15 sec

Port                     Vlan Port-State    Cost  Priority Portfast   Channel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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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    not-connected     4       32 disabled   0

1/2                       1    not-connected     4       32 disabled   0

2/1                       1    forwarding      100       32 disabled   0

2/2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3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4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5-6                     1    forwarding       12       32 disabled   803

2/10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11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12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15/1                      1    forwarding        5       32 disabled   0

Switch_1> (enable) show spantree 2

VLAN 2

Spanning tree enabled

Spanning tree type          ieee

Designated Root             00-30-96-73-74-01

Designated Root Priority    8192

Designated Root Cost        12

Designated Root Port        2/5-6 (agPort 13/35)

Root Max Age   20 sec       Hello Time 2  sec   Forward Delay 15 sec

Bridge ID MAC ADDR          00-01-64-34-90-01

Bridge ID Priority          16384

Bridge Max Age 20 sec       Hello Time 2  sec   Forward Delay 15 sec

Port                     Vlan Port-State    Cost  Priority Portfast   Channel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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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2    forwarding       12       32 disabled   803

2/7                       2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8                       2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9                       2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15/1                      2    forwarding        5       32 disabled   0

스위치 1은 VLAN 1의 루트이며 스위치 2는 VLAN 2의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치 2는 서로 일치
합니다.



Switch_2> (enable) show spantree

VLAN 1

Spanning tree enabled

Spanning tree type          ieee

Designated Root             00-01-64-34-90-00

Designated Root Priority    98

Designated Root Cost        12

Designated Root Port        2/9-10 (agPort 13/37)

Root Max Age   20 sec       Hello Time 2  sec   Forward Delay 15 sec

Bridge ID MAC ADDR          00-30-96-73-74-00

Bridge ID Priority          16384

Bridge Max Age 20 sec       Hello Time 2  sec   Forward Delay 15 sec

Port                     Vlan Port-State    Cost  Priority Portfast   Channel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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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    not-connected     4       32 disabled   0

1/2                       1    not-connected     4       32 disabled   0

2/6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7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8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9-10                    1    forwarding       12       32 disabled   805

2/11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12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15/1                      1    forwarding        5       32 disabled   0

Switch_2> (enable) show spantree 2

VLAN 2

Spanning tree enabled

Spanning tree type          ieee

Designated Root             00-30-96-73-74-01

Designated Root Priority    8192

Designated Root Cost        0

Designated Root Port        1/0

Root Max Age   20 sec       Hello Time 2  sec   Forward Delay 15 sec

Bridge ID MAC ADDR          00-30-96-73-74-01

Bridge ID Priority          8192

Bridge Max Age 20 sec       Hello Time 2  sec   Forward Delay 15 sec

Port                     Vlan Port-State    Cost  Priority Portfast   Channel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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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2                       2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3                       2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4                       2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5                       2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9-10                    2    forwarding       12       32 disabled   805

15/1                      2    forwarding        5       32 disabled   0

2. 스패닝 트리 루프 조건

STP 루프가 발생하려면 네트워크에 L2 물리적 이중화가 있어야 합니다.물리적 루프 조건이 없는
경우 STP가 발생하지 않습니다.STP 루프 상태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네트워크 중단●

연결 손실●

높은 프로세스 및 시스템 활용도의 네트워크 장비별 보고서●



show system 명령을 사용하면 특정 스위치의 시스템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how system
명령은 다음 항목을 나타냅니다.

현재 트래픽 비율●

최대 트래픽 비율●

마지막 피크 날짜 및 시간●

20%를 초과하는 시스템 사용률은 일반적으로 루프를 나타냅니다.사용률이 7%를 초과하면 가능한
루프가 나타납니다.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단지 근사치에 불과합니다.Supervisor Engine I와
Supervisor Engine IIG 또는 Catalyst 4000과 Catalyst 6000의 비교 등 대략적인 내용은 서로 다른
하드웨어마다 다릅니다.

다음은 show system 명령의 샘플 출력입니다.

Switch_1> (enable) show system

PS1-Status PS2-Status Fan-Status Temp-Alarm Sys-Status Uptime d,h:m:s Log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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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none       ok         off        ok         5,00:58:16     20 min

PS1-Type     PS2-Type     Modem   Baud  Traffic Peak Peak-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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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C5008B    none         disable  9600   0%     70% Tue Jan 9 2001, 16:50:52

System Name              System Location          System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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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tch_1

이 출력은 다음 항목을 표시합니다.

현재 트래픽 비율, 0%●

최대 트래픽 비율, 70%●

마지막 피크 날짜 및 시간●

시스템 사용률 70%는 show system 명령 출력이 표시될 때 가능한 루프를 나타냅니다.

STP 루프 상태가 발생하는 단일 VLAN은 링크를 혼잡하게 만들고 다른 대역폭 VLAN을 부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show mac 명령은 과도한 패킷 수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포트를 기록합니다.과도
한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는 STP 루프의 일부인 포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이 show mac 명
령의 출력 예제는 포트 2/11에서 멀티캐스트 및 브로드캐스트 패킷의 수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포트를 조사합니다.일반적으로 멀티캐스트 또는 브로드캐스트가 유니캐스트 패킷 수를 초과할
때마다 STP 루프 조건의 링크가 의심됩니다.

참고:또한 이 스위치는 멀티캐스트 프레임으로 수신 및 전송되는 STP BPDU(Bridge Protocol
Data Unit)를 계산합니다.STP 차단 상태의 포트는 여전히 STP BPDU를 전송하고 수신합니다
.

Switch_1> (enable) show mac

Port     Rcv-Unicast          Rcv-Multicast        Rcv-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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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0                    0                    0

 1/2                        0                    0                    0

 2/1                   551277               296902              1025640

 2/2                        0                    0                    0

 2/3                        0                    0                    0

 2/4                        0                    0                    0

 2/5                        0                69541                    0

 2/6                        0                44026                    0

 2/7                        0                    0                    0



 2/8                        0                    0                    0

 2/9                        0                    0                    0

 2/10                       0                    0                    0

 2/11                   12836              5911986              1126018

 2/12                 6993144            177795414             19063645

Port     Xmit-Unicast         Xmit-Multicast       Xmit-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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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0                    0                    0

 1/2                        0                    0                    0

 2/1                   326122              1151895               431125

 2/2                        0                    0                    0

 2/3                        0                    0                    0

 2/4                        0                    0                    0

 2/5                        0               157414                    0

 2/6                       10               652821                    1

 2/7                        0                    0                    0

 2/8                        0                    0                    0

 2/9                        0                    0                    0

 2/10                       0                    0                    0

 2/11                20969162            127255514             56002139

 2/12                   13598              7378244                 3166

Port     Rcv-Octet            Xmit-Oc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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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0                    0

1/2                        0                    0

2/1                544904490            295721712

2/2                        0                    0

2/3                        0                    0

2/4                        0                    0

2/5                  6997319             15860816

2/6                  4787570            185054891

2/7                        0                    0

2/8                        0                    0

2/9                        0                    0

2/10                       0                    0

2/11               560753237           8058589649

2/12              6822964273            815810803

MAC      Dely-Exced MTU-Exced  In-Discard Lrn-Discrd In-Lost    Out-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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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0          0          0          0          0          0

1/2              0          0          0          0          0          0

2/1              0          0     718920          0          0          0

2/2              0          0          0          0          0          0

2/3              0          0          0          0          0          0

2/4              0          0          0          0          0          0

2/5              0          -          3          0          1          0

2/6              0          -          0          0          0          0

2/7              0          0          0          0          0          0

2/8              0          0          0          0          0          0

2/9              0          0          0          0          0          0

2/10             0          0          0          0          0          0

2/11             0          0         67          0          0          0

2/12             0          0        869          0          3          0

ATM 및 라우터 카운터를 보려면 session 명령을 실행합니다.

Last-Time-Cl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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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 Jan 5 2001, 13:30:45

3. 토폴로지 변경 통지

STP 문제 진단에 중요한 또 다른 명령은 show spantree statistics 명령입니다.이 명령은
TCN(Topology Change Notification) 메시지를 발신자에게 다시 추적합니다.스위치 간에 특수
BPDU로 전송되는 이러한 메시지는 스위치에 토폴로지가 변경되었음을 나타냅니다.해당 스위치는
루트 포트를 TCN으로 전송합니다.TCN이 업스트림으로 이동합니다.그런 다음 루트 브리지는 다른
특수 BPDU인 TCA(Topology Change Acknowledgement)를 모든 포트에서 전송합니다.루트 브리
지는 구성 BPDU에서 TCN 비트를 설정합니다.그러면 모든 비루트 브리지가 MAC 주소 테이블 에
이징 타이머를 컨피그레이션 STP 전달 지연으로 설정합니다.

이 문제를 격리하려면 각 VLAN의 루트 브리지에 액세스하고 스위치 연결 포트에 대해 show
spantree statistics 명령을 실행합니다.   은 마지막 TCN을 받은 시간을 제공합니다.이 경우 가능한
STP 루프를 발생시킬 수 있는 TCN을 발급한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토폴로지   항목은 발생하는
TCN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STP 루프가 진행되는 동안 이 카운터는 분당 증가할 수 있습니
다.자세한 내용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문제 및 관련 설계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이 문서에는
show spantree statistics 명령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기타 유용
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TCN의 포트●

마지막 TCN 시간●

현재 TCN 수●

다음은 샘플 명령 출력입니다.

Switch_1> (enable) show spantree statistics 2/5 1

Port  2/5   VLAN 1

SpanningTree enabled for vlanNo = 1

                BPDU-related parameters

port spanning tree                   enabled

state                                forwarding

port_id                              0x8323

port number                          0x323

path cost                            12

message age (port/VLAN)              20(20)

designated_root                      00-01-64-34-90-00

designated_cost                      0

designated_bridge                    00-01-64-34-90-00

designated_port                      0x8323

top_change_ack                       FALSE

config_pending                       FALSE

port_inconsistency                   none

                PORT based information & statistics

config bpdu's xmitted (port/VLAN)    29660(357027)

config bpdu's received (port/VLAN)   2(215721)

tcn bpdu's xmitted (port/VLAN)       0(521)

tcn bpdu's received (port/VLAN)      2(203)

forward trans count                  1

scp failure count                    0

                Status of Port Timers

forward delay timer                  INACTIVE

forward delay timer value            15

message age timer                    INACTIVE

message age timer value              0

topology change timer                INACTIVE

topology change timer value          35

hold timer                           INACTIVE

http://www.cisco.com/en/US/tech/tk389/tk621/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51ac.shtml


hold timer value                     1

delay root port timer                INACTIVE

delay root port timer value          0

                VLAN based information & statistics

spanningtree type                    ieee

spanningtree multicast address       01-80-c2-00-00-00

bridge priority                      98

bridge mac address                   00-01-64-34-90-00

bridge hello time                    2 sec

bridge forward delay                 15(15) sec

topology change initiator:           2/2

last topology change occurred:        Wed Jan 10 2001, 18:16:02

topology change                      FALSE

topology change time                 35

topology change detected             FALSE

topology change count                80

topology change last recvd. from     00-10-7b-08-fb-94

                  Other port-specific info

dynamic max age transitions          0

port bpdu ok count                   0

msg age expiry count                 0

link loading                         1

bpdu in processing                   FALSE

num of similar bpdus to process      1

received_inferior_bpdu               FALSE

next state                           3

src mac count:                       0

total src mac count                  0

curr_src_mac                         00-00-00-00-00-00

next_src_mac                         00-00-00-00-00-00

channel_src_mac                      00-10-7b-08-e1-74

channel src count                    0

channel ok count                     0

이 출력은 포트 2/2의 디바이스 00-10-7b-08-fb-94에서 마지막 토폴로지 변경이 발생했음을 보여줍
니다. 그런 다음 00-10-7b-08-fb-94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show spantree statistics 명령을 실행합니
다.다음은 인접 디바이스의 show spantree statistics 출력을 인용한 것입니다.

VLAN based information & statistics

spanningtree type                    ieee

spanningtree multicast address       01-80-c2-00-00-00

bridge priority                      98

bridge mac address                   00-10-7b-08-fb-94

bridge hello time                    2 sec

bridge forward delay                 15(15) sec

topology change initiator:           5/2

last topology change occurred:        Wed Jan 10 2001, 18:16:02

topology change                      FALSE

topology change time                 35

topology change detected             FALSE

topology change count                80

topology change last recvd. from     00-00-00-00-00-00

출력은 MAC 주소를 영(0)으로 기록합니다. 즉, 이 스위치가 토폴로지 변경 개시자임을 의미합니다
.포트 5/2는 상태를 전환한 포트이며, 포트가  및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포트가 PC 또는 단
일 호스트에 연결된 경우 이 포트에서 STP PortFast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STP
PortFast는 포트 전환 상태가 표시될 때 STP TCN을 억제합니다.

STP에 대한 정보와 NIC(Network Interface Card)와 연결된 링크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Cisco Catalyst 스위치와 NIC 호환성 문제 해결●

PortFast 및 기타 명령을 사용하여 워크스테이션 시작 연결 지연 수정●

이더넷 10/100/1000Mb 반이중/전이중 자동 협상 구성 및 문제 해결●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토폴로지 변경 이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문제 및 관련 설계 고려 사항●

4. 연결이 끊긴 포트

FEC(Fast EtherChannel)(포트 채널링)의 로드 밸런싱 특성 때문에 FEC 문제는 HSRP 및 STP 문제
를 모두 일으킬 수 있습니다.STP 또는 HSRP의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FEC 연결에 대한 컨피그레
이션을 제거합니다.컨피그레이션이 변경된 후 두 스위치에서 show spantree blockedports 명령을
실행합니다.하나 이상의 포트가 연결 양쪽에서 차단을 시작하는지 확인합니다.다음은 샘플 명령 출
력입니다.

Switch_1> (enable) show spantree blockedports

T = trunk

g = group

Ports       V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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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T)   2

Number of blocked ports (segments) in the system : 1

Switch_2> (enable) show spantree blockedports

T = trunk

g = group

Ports       V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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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T)   1

Number of blocked ports (segments) in the system : 1

Fast EtherChanne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Catalyst 스위치의 EtherChannel 로드 밸런싱 및 이중화 이해●

CatOS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Catalyst 4500/4000, 5500/5000 및 6500/6000 스위치
간 EtherChannel 구성

●

5. 방송 억제

브로드캐스트 스톰의 영향을 줄이도록 브로드캐스트 억제를 활성화합니다.브로드캐스트 폭풍은
STP 루프의 주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다음은 샘플 명령 출력입니다.

Switch_1> (enable) set port broadcast 2/5 ?

                    Packets per second

                Percentage

Switch_1> (enable) set port broadcast 2/5 10%

Port(s) 2/1-12 broadcast traffic limited to 10%.

Switch_1> (enable) show port broadcast 2/5

Port     Broadcast-Limit Broadcast-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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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0 %              -

6. 콘솔 및 텔넷 액세스

스위치로의 콘솔 또는 텔넷 트래픽이 너무 느려서 STP 루프 중에 문제가 되는 디바이스를 제대로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8/products_tech_note09186a00800a7af0.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8/products_tech_note09186a00800b1500.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389/tk214/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781.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389/tk621/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797.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389/tk621/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51ac.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389/tk213/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714.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389/tk213/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9c2.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389/tk213/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9c2.shtml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네트워크를 즉시 복구하려면 모든 중복 물리적 링크를 제거하십
시오.STP가 새로운 비이중화 토폴로지를 다시 통합할 수 있게 되면 한 번에 하나의 이중화 링크를
다시 연결합니다.특정 세그먼트를 추가한 후 STP 루프가 반환되면 문제가 되는 디바이스를 식별하
게 됩니다.

7. 스패닝 트리 기능Portfast, UplinkFast 및 BackboneFast

PortFast, UplinkFast 및 BackboneFast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STP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고급 STP(UplinkFast 및 BackboneFast)를 비활성화합니다. 또한 STP PortFast가 비브리징
호스트에 직접 연결된 포트에서만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비브리징 호스트에는 브리지 그룹이
없는 사용자 워크스테이션 및 라우터가 포함됩니다.허브 또는 다른 스위치에 연결된 포트에서
PortFast를 활성화하지 마십시오.다음은 샘플 명령 출력입니다.

Switch_2> (enable) show port spantree

Port(s)                  Vlan Port-State    Cost  Priority Portfast   Channel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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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    not-connected     4       32 disabled   0

1/2                     1    not-connected     4       32 disabled   0

2/1                     2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2                     2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3                     2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4                     2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5                     2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6                     1    forwarding       19       32 disabled   0

2/7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8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2/9                     1    blocking         19       32 disabled   0

2/9                     2    forwarding       19       32 disabled   0

2/9                     3    forwarding       19       32 disabled   0

2/9                     1003 not-connected    19       32 disabled   0

2/9                     1005 not-connected    19        4 disabled   0

2/10                    1    blocking         19       32 disabled   0

2/10                    2    forwarding       19       32 disabled   0

2/10                    3    blocking         19       32 disabled   0

2/10                    1003 not-connected    19       32 disabled   0

2/10                    1005 not-connected    19        4 disabled   0

2/11                    2    forwarding      100       32 enabled    0

2/12                    1    not-connected   100       32 disabled   0

15/1                    1    forwarding        5       32 disabled   0

15/1                    2    forwarding        5       32 disabled   0

리프 노드 스위치에서만 UplinkFast를 활성화합니다.리프 노드 스위치는 사용자가 직접 연결하는
클로짓 스위치입니다.UplinkFast는 네트워크의 디스트리뷰션 또는 코어 레이어로의 업링크 포트만
을 위한 STP 최적입니다.다음은 샘플 명령 출력입니다.

Switch_1> (enable) set spantree uplinkfast enable

VLANs 1-1005 bridge priority set to 49152.

The port cost and portvlancost of all ports set to above 3000.

Station update rate set to 15 packets/100ms.

uplinkfast all-protocols field set to off.

uplinkfast enabled for bridge.

Switch_1> (enable) show spantree uplinkfast

Station update rate set to 15 packets/100ms.

uplinkfast all-protocols field set to off.

VLAN          por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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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2(fwd) ,2/5-6

2             2/5(fwd) ,2/6

네트워크의 모든 스위치에서 BackboneFast를 구성합니다.BackboneFast는 지정된 브리지가 전송
하는 하위 BPDU를 수신하여  사용 기간 타이머를 변경하는 STP 최적화합니다.다음은 샘플 명령
출력입니다.

Switch_1> (enable) set spantree backbonefast enable

Backbonefast enabled for all VLANs

Switch_1> (enable) show spantree backbonefast

Backbonefast is enabled.

  

8. BPDU 가드

PortFast BPDU 가드를 활성화하면 트렁킹 없는 PortFast 지원 포트가 해당 포트에서 BPDU를 수신
하면 errdisable 상태로 전환됩니다.이 기능은 PortFast에 대해 잘못 구성된 포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 기능은 또한 디바이스가 패킷을 반영하거나 STP BPDU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위치를
탐지합니다.STP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포트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다음은 CatOS의 예입니
다.

Switch_1>(enable) set spantree portfast bpdu-quard enable

Spantree PortFast bpdu-guard enabled on this switch.

9. VTP 정리

네트워크에서 VTP 정리를 활성화하면 HSRP 그룹의 디바이스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해
게이트웨이 간 IP 충돌이 발생하고 트래픽 문제가 발생합니다.HSRP 그룹의 VLAN이 네트워크의
VTP에 의해 정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F. CGMP Leave Processing 및 HSRP 상호운용성

HSRP는 대상 MAC 주소 01-00-5e-00-00-02로 통신하며, 이는 IGMP Fast-Leave 처리에서 사용하
는 것과 동일한 대상 MAC 주소입니다.IGMP Fast-Leave 처리는 IGMP 버전 2 기능입니다.Cisco 스
위치에서 CGMP leave 프로세싱을 활성화하면 대상 MAC 주소가 01-00-5e-00-00-02인 모든 멀티
캐스트 트래픽이 스위치 CPU로 전달됩니다.패킷이 IGMP 메시지가 아닌 경우 스위치 CPU는 패킷
을 재생성하고 패킷을 모든 라우터 포트로 전송합니다.HSRP는 동일한 목적지 멀티캐스트 주소를
사용하므로 모든 HSRP 패킷을 스위치 CPU로 먼저 전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패킷이 재생성되고 모
든 라우터 포트로 전송됩니다.따라서 HSRP 문제를 해결할 때 HSRP 피어 간의 CGMP Leave 처리
를 비활성화합니다.

참고:Catalyst 6500 및 5500에서 NFFC(NetFlow Feature Card) II에서 IGMP 스누핑을 사용할
경우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CatOS 스위치에서 CGMP leave 처리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려면 show cgmp leave 명령을 실
행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witch> (enable) show cgmp leave



CGMP: disabled

CGMP leave: disabled

For Catalyst 2900XL/3500XL switches, issue the show cgmp state command:

s-2924xl-27a#show cgmp state

CGMP is running.

CGMP Fast Leave is not running.

Default router timeout is 300 sec.

G. 디바이드 앤 컨커

HSRP를 격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다른 모든 시도가 실패하면 "분할 및 정복하기" 방법이 다음 접
근 방법입니다.이 방법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및 구성 요소를 격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Divide and conquire(나누기 및 컨커밍)에는 이 목록의 지침 중 하나가 포함됩니다.

참고:이 목록은 이 문서의 다른 섹션에 있는 몇 가지 지침을 반복합니다.

HSRP에 대한 테스트 VLAN을 생성하고 HSRP 라우터로 전환할 격리 VLAN을 생성합니다.●

모든 이중화 포트를 분리합니다.●

FEC 포트를 연결된 단일 포트로 분리●

HSRP 그룹 구성원을 두 명의 구성원으로만 줄입니다.●

필요한 VLAN만 해당 포트에 전달되도록 트렁크 포트를 정리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스위치를 분리합니다.●

HSRP에서 비대칭 트래픽이 있는 높은 CPU

트래픽이 POS 인터페이스에서 HSRP 비대칭 환경의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로 이동하므로
CPU 사용량이 높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POS MTU 크기가 4470바이트이고 Gig MTU 크기가
1500바이트이므로 패킷이 프래그먼트화됩니다.조각화는 더 많은 CPU를 소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 On the gigabit interface mtu 4770

또는

!--- On the POS interface ip tcp adjust-mss 1460

알려진 문제

Catalyst 6500/6000 Series PFC2/MSFC2 및 Catalyst 3550에 대해 지원되는 HSRP
그룹 수

Catalyst 6500/6000 시리즈용 PFC2(Policy Feature Card 2)/MSFC2는 최대 16개의 고유한 HSRP
그룹을 지원합니다.16개 이상의 HSRP 그룹이 필요한 경우 다른 VLAN에서 동일한 HSRP 그룹 번
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Catalyst 6500/6000 Series의 HSRP 그룹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talyst 6500/6000 Series 스위치의 HSRP 그룹 제한 질문과 대답(FAQ)을 참조하십시오.

최대 16개의 HSRP 그룹을 지원하는 Catalyst 3550 시리즈에도 비슷한 제한이 있습니다.이는 하드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0/products_qanda_item09186a008011c6bb.shtml


웨어 제한이며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Cisco 2620/2621, Cisco 3600(고속 이더넷) 또는 PA-2FISL을 사용하는 경우 HSRP
상태 플랩/불안정

이 문제는 네트워크 연결이 중단되거나 네트워크에 우선순위가 더 높은 HSRP 라우터를 추가할 때
고속 이더넷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HSRP 상태가 활성에서 대화로 변경되면 라우터
는 인터페이스 MAC 주소 필터에서 HSRP MAC 주소를 제거하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재설정합니다
.Cisco 2600, 3600 및 7500의 고속 이더넷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는 특정 하드웨어에만 이 문제가
있습니다.라우터 인터페이스 재설정은 고속 이더넷 인터페이스의 링크 상태 변경을 유발하며, 스위
치는 변경 사항을 탐지합니다.스위치가 STP를 실행하는 경우 변경 사항으로 인해 STP 전환이 발생
합니다.STP는 포트를  상태로 전환하는 데 30초가 걸립니다.이 시간은 기본 전달 지연 시간(15초
)의 2배입니다.동시에 speaking 라우터는 10초 후  상태(HSRP 보류 시간)로 전환됩니다.STP가 아
직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활성 라우터에서 HSRP hello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그러면 대기 라우
터가 약 10초 후에 액티브 상태가 됩니다.이제 두 라우터가 모두  .STP 포트가 포워딩되면 우선순
위가 낮은 라우터가 active에서 speaking으로 변경되고 전체 프로세스가 반복됩니다.

플랫폼 설명 Cisco 버그
ID 수정 해결 방법

Cisco 2620/2621

고속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HSRP가 구성
되고 케이블이
분리되면 플랩
되기 시작합니
다.

 
소프트웨어 업그레
이드개정 정보는 버
그를 참조하십시오.

연결된 스위치 포트에서
스패닝 트리 PortFast를
활성화합니다.

Cisco 2620/2621

HSRP 상태가
2600에서 고
속 이더넷으로
플래핑되고 있
습니다.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3

연결된 스위치 포트에서
스패닝 트리 PortFast를
활성화합니다.

Cisco 3600(NM-1FE-
TX1 포함)

HSRP 상태가
2600 및 3600
고속 이더넷에
서 플래핑됩니
다.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3

연결된 스위치 포트에서
스패닝 트리 PortFast를
활성화합니다.

Cisco 4500 및 고속
이더넷 인터페이스

HSRP 상태가
4500 고속 이
더넷에서 플래
핑되고 있습니
다.

CSCds16055
(등록된 고객
만 해당)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5

연결된 스위치 포트에서
스패닝 트리 PortFast를
활성화합니다.

Cisco
7200/7500(PA-
2FISL2 포함)

HSRP 상태가
PA-2FISL에서
플래핑됩니다.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5

연결된 스위치 포트에서
스패닝 트리 PortFast를
활성화합니다.

1NM-1FE-TX = 1포트 고속 이더넷(10/100BASE-TX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모듈

1 PA-2FISL = 2포트 고속 이더넷 ISL(InterSwitch Link) 포트 어댑터

또 다른 해결 방법은 HSRP 타이머를 조정하여 STP 전달 지연이 기본 HSRP 보류 시간의 절반보다
작도록 하는 것입니다.기본 STP 전달 지연은 15초이고 기본 HSRP 보류 시간은 10초입니다.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ds16055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SRP 프로세스에서 track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HSRP 플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감소 값을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track 명령을 사용할 때 HSRP 활성 라우터의 샘플 컨피그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standby 1 ip 10.0.0.1

 standby 1 priority 105

 standby 1 preempt delay minimum 60

 standby 1 name TEST

 standby 1 track Multilink100 15

여기서 15는 multilink100이 플랩될 때 감소 값입니다.

Cisco 2620/2621, Cisco 3600(고속 이더넷) 또는 PA-2FISL에서 HSRP가 초기 또는
활성 상태로 고정됨

Cisco 2600, 3600 및 7200 라우터의 고속 이더넷 인터페이스에서는 HSRP를 구성할 때 다음과 같
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SRP는 인터페이스가   않을 때  상태 유지됩니다.●

HSRP는 인터페이스가  중일 때  상태로 .●

인터페이스 추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터페이스 /의 타이밍 감지 문제로 인해 이러한 HSRP 문제가 발생합니다.타이밍 문제는 인터페이
스 이벤트의 발생과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상태 업데이트 사이에 지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설명 Cisco 버그 ID 수정 해결 방법

Cisco 2620/2621 HSRP가  상태에 고정됩
니다.

CSCdp24680
(등록된 고객
만 해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개정 정보는 버그를 참
조하십시오.

인터페이스를 재
설정하려면
shutdown 및 no
shutdown 명령을
실행합니다.

Cisco 3600(NM-1FE-
TX 포함)

HSRP는 3600에서 NM-
1FE-TX 모듈의  상태로
고정됩니다.

CSCdp24680
(등록된 고객
만 해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개정 정보는 버그를 참
조하십시오.

인터페이스를 재
설정하려면
shutdown 및 no
shutdown 명령을
실행합니다.

Cisco
7200/7500(PA-2FISL
포함)

HSRP는 7200/7500에서
PA-2FISL 모듈의  상태로
고정됩니다.

CSCdr01156
(등록된 고객
만 해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개정 정보는 버그를 참
조하십시오.

인터페이스를 재
설정하려면
shutdown 및 no
shutdown 명령을
실행합니다.

Cisco 2500 및 4500 Series 라우터에서 HSRP 대기 주소를 ping할 수 없음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dp24680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dp24680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dr01156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이 다이어그램에서 라우터 A는 Cisco 2500 시리즈 라우터를 나타내고 라우터 B는 Cisco 4500 시리
즈 라우터를 나타냅니다.라우터 A가 LAN 1, 10.1.1.1에서 가상 IP 주소를 ping하면 라우터가 먼저
ARP 요청을 보냅니다.라우터 B는 가상 MAC 주소를 포함하는 ARP 회신으로 응답합니다.가상
MAC 주소가 라우터 B E1 인터페이스 주소와 동일하므로 라우터 B는 이 ARP 응답을 무시합니다.

Cisco 2500 및 4500 시리즈 라우터의 10MB 이더넷 컨트롤러에는 알려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이
더넷 컨트롤러는 주소 필터에서 단일 MAC 주소만 지원합니다.따라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하나
의 HSRP 그룹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HSRP MAC 주소는 인터페이스 MAC 주소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라우터의 서로 다른 이더넷에 동일한 HSRP 그룹이 구성된 경우 문제가 발생
합니다.show standby 명령은 MAC 주소를 HSRP MAC 주소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서로 다른 HSRP 그룹을 구성합니다.참고:이 해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나 또는 두 인터페이스에서 standby use-bia 명령을 실행합니다.●

HSRP 대기 IP 주소를 기본 게이트웨이로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대해 MLS 플로우가
생성되지 않음

HSRP가 활성화되고 다음 중 하나에서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1(4)E를 사용하는 경우
MLS 스위칭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Supervisor Engine 1/MSFC1●

Supervisor Engine 2/MSFC2●

Supervisor Engine 1/MSFC2●

이 목록에는 다음과 같이 각 조합마다 증상이 다릅니다.

Supervisor Engine 1/MSFC1 및 Supervisor Engine 1/MSFC2(Netflow-MLS 사용) - HSRP
MAC 주소로 트래픽을 전송할 때 MLS 바로 가기를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HSRP 대기 IP 주
소를 기본 게이트웨이로 사용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HSRP MAC 주소를 사용합니다.

●

Supervisor Engine 2/MSFC2(Cisco Express Forwarding-MLS 사용) - Cisco Express
Forwarding 인접성 테이블을 스위치에서 올바르게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Cisco 버그 ID CSCds89040 (등록된 고객만 해당)을 참조하십시오. 이 픽스는 CatOS(c6msfc) 이미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ds89040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지용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1(5a)E와 Cisco IOS Software(c6sup) 이미지용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1(5a)E1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talyst 2948G, 2980G, 4912G, 4003 및 4006 HSRP-CGMP 상호 운용성 문제

Catalyst 4000 제품군(2948G, 2980G, 4912G, 4003 및 4006) 소프트웨어에는 HSRP 및 CGMP 상
호 운용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모든 문제는 소프트웨어 버전 6.3.6 및 7.2.1에서 해결
됩니다.

CGMP를 활성화하면 HSRP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문제는 소프트웨어 릴리스 6.3(6)에서
해결되었습니다.HSRP  상태의 라우터가  상태로 변경됩니다.상태가 복원되면 라우터는  상태에서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이 문제는 소프트웨어 릴리스 6.3(6)에서 해결되었습니다.

HSRP를 실행하고 CGMP leave를 활성화한 경우 McastRx 사용 시 CPU 사용량이 25%에 이를 수 있
습니다.이 문제는 CGMP가 나가고 HSRP hello 패킷이 동일한 목적지 MAC 주소를 공유하기 때문
에 발생합니다.이 문제는 소프트웨어 릴리스 6.3(6)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관련 정보

LAN 제품 지원●

LAN 스위칭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web/psa/products/tsd_products_support_general_information.html?c=268438038&sc=278875285&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web/psa/technologies/tsd_technology_support_technology_information.html?c=268435696&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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