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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관련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트러블슈팅 정보를 제
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다음 순서도로 이동하려면 명령 상자를 빨간색으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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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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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순서도

  

show ip ospf neighbor, show ip ospf neighbor 또는 Cisco 디바이스에서 show tech-support 명령의
출력이 있는 경우 Cisco CLI Analyzer(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문제 및 수정 사항
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Cisco CLI Analyzer를 사용하려면 JavaScript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https://cway.cisco.com/go/sa/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s://cway.cisco.com/go/sa/


  

OSPF 네이버 상태 문제 해결



  

네이버 상태에 대한 설명은 OSPF 네이버 상태를 참조하십시오.

  

  

OSPF 라우팅 테이블 문제 해결

//www.cisco.com/warp/customer/104/13.html


  

  

OSPF 초기화 상태 문제 해결

  

show ip ospf neighbor 명령이 초기화 상태에서 네이버를 표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를 참조하
십시오.Init State 문제 설명 및 문제 해결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www.cisco.com/warp/customer/104/7.shtml
//www.cisco.com/warp/customer/104/7.shtml


  

  

OSPF MTU 문제 해결

  



  

참고:문제가 레이어 2와 관련된 경우 프록시 ARP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활성화된 경
우 비활성화하고 clear ip arp 명령을 사용하여 ARP 캐시를 지웁니다.

  

OSPF 손상 패킷 트러블슈팅



  

  

OSPF 양방향 상태 문제 해결

  

show ip ospf neighbor 명령이 Why does the show ip ospf neighbor Revehicle Stuck in 2-Way
State(2방향 상태에서 중단된 인접 디바이스를 표시하는 이유)를 참조하십시오.을 참조하십시오.

  

//www.cisco.com/warp/customer/104/11.html
//www.cisco.com/warp/customer/104/11.html


  

OSPF 링크 문제 해결

  



  

EEM(Embedded Event Manager)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링크 플래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SPF 플랩이 있을 때 라우터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EEM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Cisco Support Community 문서를 참조하십시오.EEM 스크립트로 OSPF 플랩 트
러블슈팅 .

  

전체 인접성 문제 해결

  

https://supportforums.cisco.com/docs/DOC-23657
https://supportforums.cisco.com/docs/DOC-23657


  

외부 링크 상태 광고 문제 해결

  

외부 LSA의 포워딩 주소에 대한 설명은 OSPF 포워딩 주소의 공통 라우팅 문제를 참조하고, 포워딩
주소가 0이 아닌 LSA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트러블슈팅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www.cisco.com/warp/customer/104/10.html
//www.cisco.com/warp/customer/104/10.html
//www.cisco.com/warp/customer/104/10.html
//www.cisco.com/warp/customer/104/10.html
//www.cisco.com/warp/customer/104/10.html


  

  

OSPF NBMA 네트워크 문제 해결

  

NBMA를 통한 일반적인 OSPF 네트워크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BMA Mode over Frame
Relay에서 OSPF 실행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www.cisco.com/warp/customer/104/24.html
//www.cisco.com/warp/customer/104/24.html
//www.cisco.com/warp/customer/104/24.html
//www.cisco.com/warp/customer/104/24.html


  

액세스 목록 문제 해결

  

  



PRI를 통한 인접 디바이스 문제 해결

  

  

Ping 문제 해결

  



  

OSPF 인터페이스 트러블슈팅

  



  

프레임 릴레이 환경 문제 해결

  



  

외부 경로 문제 해결

  



  

네트워크 유형 문제 해결

  



  

OSPF 영역 유형 문제 해결

  



  

Hello/Dead 간격 불일치 문제 해결

  



  

debug ip ospf hello 명령의 디버그 출력은 hello 매개변수의 불일치를 표시합니다.다음은 샘플 디버
그 출력입니다.

  

*Oct 12 14:03:32.595: OSPF: Send hello to 224.0.0.5 area 0 on FastEthernet1/0

 from 192.168.12.2 *Oct 12 14:03:33.227: OSPF: Rcv hello from 1.1.1.1 area 0 from

FastEthernet1/0

 192.168.12.1 *Oct 12 14:03:33.227: OSPF: Mismatched hello parameters from 192.168.12.1

!--- Indicates that there is mismtached hello parameters from 192.168.12.1 *Oct 12 14:03:33.231:

OSPF: Dead R 2 C 3, Hello R 1 C 1 Mask R

 255.255.255.0 C 255.255.255.0 *Oct 12 14:03:33.531: OSPF: Send hello to 224.0.0.5 area 0 on

 FastEthernet1/0 from 192.168.12.2

  



관련 정보

  

OSPF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customer/tech/tk365/tk480/tsd_technology_support_sub-protocol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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