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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운영 체제에 대한 표준 브레이크 키 시퀀스 조합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합니다.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RS-232 논리 레벨에서는 +3 ~ +25볼트를 사용하여 마크의 공간
(논리 0) 및 -3 ~ -25볼트를 나타냅니다(논리 1).중단 신호는 데이터 라인이 지정된 기간 동안 공간
상태(일반적으로 100ms~1/2초)에 유지되는 경우입니다.모든 문자는 시작 비트로 시작하고 정지 비
트(패리티 비트 또는 2개)로 끝납니다. 시작 및 중지 비트의 레벨 조건은 항상 반대입니다.따라서 어
떤 문자 조합도 브레이크 신호와 같이 보일 수 없습니다.브레이크 신호를 사용하면 비밀번호 복구
가 필요할 때 Cisco IOS® 디바이스에서 ROM 모니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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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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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브레이크 키 조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운영 체
제 시도

하이퍼터미널 IBM 호환 Window
s XP Ctrl+Break

하이퍼터미널 IBM 호환 Window
s 2000 Ctrl+Break

하이퍼터미널 IBM 호환 Window
s 98 Ctrl+Break

하이퍼터미널(버
전 595160) IBM 호환 Window

s 95
Ctrl-F6-브레이
크

커밋 Sun 워크스
테이션 UNIX

Ctrl-\l
Ctrl-\b

MicroPhone Pro IBM 호환 윈도우 Ctrl+Break
미니콤 IBM 호환 리눅스 Ctrl-a f

ProComm Plus IBM 호환

DOS 또
는
Window
s

Alt-b

보안 CRT IBM 호환 윈도우 Ctrl+Break
텔릭스 IBM 호환 DOS Ctrl-End

Telnet 해당 없음 해당 없
음

Ctrl-]을 누른 다
음 send brk를
입력합니다.

Cisco에 텔넷 IBM 호환 해당 없
음 Ctrl-]

테라렘 IBM 호환 윈도우 Alt-b

터미널 IBM 호환 윈도우
중단
Ctrl+Break

팁 Sun 워크스
테이션 UNIX

Ctrl-], Break 또
는 Ctrl-c 순으
로 누르기
~#

VT 100 에뮬레이
션 데이터 일반 해당 없

음 F16

Windows NT IBM 호환 윈도우

중단-F5
Shift-F5
Shift-6 Shift-4
Shift-b(^$B)

Z-터미널 맥 애플 명령-b

해당 없음
분리 해당 없

음

1/2초 동안 핀
2(X-mit)를
+V에 연결

Cisco에서
보조 포트로

해당 없
음

Control-Shft-6,
b



   

IBM 호환 해당 없
음 Ctrl+Break

문제 해결 팁

암호 복구 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자주 발생합니다. 사용하는 (Cisco 이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브레이크 키 시퀀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표에 나열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및 자세
한 내용은 개별 소프트웨어 패키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보조(AUX) 포트는 라우터의 부팅 시퀀스 중에 활성화되지 않습니다.따라서 AUX 포트를 통해
브레이크를 전송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콘솔 포트에 연결해야 하며 다음 설정이 있어야 합
니다.전송 속도 9600패리티 없음8 데이터 비트정지 비트흐름 제어 없음

●

일부 버전의 Windows NT에는 올바른 브레이크 키 신호를 보낼 수 없는 하이퍼터미널 소프트
웨어가 있습니다.하이퍼터미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hilgraeve.com/hyperterminal.html 를 참조하십시오.

●

경우에 따라 USB/직렬 컨버터 케이블을 사용할 때 브레이크 시퀀스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이 경우 커넥터 포트가 다른 키보드(예: PS/2)를 사용합니다.

●

브레이크 키 시퀀스 시뮬레이션 방법

브레이크 키 시퀀스 시뮬레이션은 터미널 에뮬레이터가 브레이크 키를 지원하지 않거나 버그로 인
해 터미널 에뮬레이터에서 올바른 신호를 보낼 수 없는 경우 유용합니다.

참고: Windows NT의 하이퍼터미널에는 이전에 이러한 동작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키 시퀀스를 시뮬레이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다음 터미널 설정을 사용하여 라우터에 연결합니다.전송 속도 1200패리티 없음8 데이터 비트
정지 비트흐름 제어 없음화면에 더 이상 출력이 표시되지 않으며 이는 정상입니다.

1.

라우터의 전원을 껐다가 켜서 중단 시퀀스와 유사한 신호를 생성하려면 10-15초 동안 스페이
스바를 누릅니다.

2.

터미널을 분리하고 9600 전송 속도로 다시 연결합니다.ROM 모니터 모드를 시작합니다.3.
이러한 모든 방법이 중단이 제대로 전송되지 않으면 다른 터미널 또는 PC 플랫폼에서 절차를 다시
시도하십시오.

관련 정보

암호 복구 절차●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hilgraeve.com/hyperterminal.html
//www.cisco.com/en/US/products/sw/iosswrel/ps1831/products_tech_note09186a00801746e6.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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