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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의 RP(Route Processor) 및 라인 카드 부팅 프로
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아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



이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모든 버전의 Cisco IOS®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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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팅 프로세스

이는 RP 및 라인 카드 부팅을 설명하는 단계별 프로세스입니다.

전원을 켜거나 다시 로드합니다.정상 전원이 켜진 경우 MBUS(Maintenance Bus)가 초기화되
고 전원 공급 장치가 모든 MBUS 모듈에 5V 회선을 제공하고 RP 카드에 48V 회선을 제공합니
다.다시 로드인 경우 5VDC 회선이 이미 MBUS 모듈에 적용됩니다.MBUS 모듈은 MBUS를 통
해 활성 RP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물리적으로 다음 카드에 있습니다.RP(Route
Processor)라인 카드(LC)스위치 패브릭 카드(SFC)클럭 스케줄러 카드(CSC)송풍기/팬전원 공
급 장치

1.

RP는 ROMMON을 부팅합니다.RP는 ROM에 로드된 부트스트랩 이미지에 액세스하여 압축
을 풀고 ROM에서 실행합니다.RP는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를 검사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가
상 구성 등록 설정을 참조하십시오.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를 0x0으로 설정하면 RP가
ROMMON으로 부팅되고 더 이상 부팅되지 않습니다.그렇지 않으면 RP는 부팅 변수를 사용하
여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 소스를 확인합니다.다음 다시 로드하기 위해 어떤 부트 변수
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show bootvar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RP가 부트로더를 부팅할 수 있습니다.RP는 적절한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RP의
DRAM(Dynamic RAM)으로 로드합니다.이미지가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소스에
서 제공된 경우 부트로더는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검색하기 전에 먼저 로드됩니다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를 0x1로 설정하면 RP가 부트로더를 부팅하고 더 이상 부팅하지 않습
니다.그렇지 않으면 부트로더는 사용되지 않습니다.RP는 압축 해제한 다음 Cisco IOS 소프트
웨어 이미지를 실행합니다.

3.

RP 자체 검색.RP 카드는 자신과 슬롯 정보를 검색합니다.예:
RP State: IOS STRT ---

EV_RP_MBUS_DISCOVERY_SUCCESS

RP는 번들 MBUS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MBUS RAM에 다운로드하고 내부 보고서를 생성합
니다.
RP State: IOS UP ---

EV_RP_LOCAL_AGENT_REPORT

섀시의 RP는 MBUS로 마스터를 중재합니다.하나는 Active RP가 되고 다른 하나는 Standby
RP가 됩니다.동일한 시스템에 PRP(Performance Route Processor)와 RP가 있는 경우 PRP는
활성 RP가 됩니다.RPR(Route Processor Redundancy) 모드에서 실행 중인 경우:Active RP만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압축 해제하고 실행합니다.Standby RP는 DRAM에 압축되지
않은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만 로드합니다.Active RP만 비휘발성 RAM(NVRAM)에 저
장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압축 해제합니다.RPR+(Route Processor Redundancy Plus) 모드
또는 NSF(Non-stop Forwarding)/Stateful Switchover 모드에서 실행 중인 경우:Active RP와
Standby RP 모두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압축 해제하고 실행합니다.Active RP와
Standby RP 모두 NVRAM에 저장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압축 해제합니다.

4.

패브릭 카드가 초기화됩니다.Active RP는 기본 CSC 및 백업 CSC를 선택합니다.CSC가 하나5.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4000/hardware/installation/guide/vconfig.html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4000/hardware/installation/guide/vconfig.html


만 있는 경우 해당 CSC가 기본 CSC가 됩니다.CSC가 2개 있는 경우 대부분의 라인 카드와 클
럭 동기화된 CSC가 기본 CSC가 됩니다.모든 것이 동일하므로 CSC1이 기본 시스템이 됩니다
.참고: CSC가 2개 있고 라우터가 가동 및 실행될 때 하나가 실패하면 결함이 있는 CSC는 관리
종료 모드로 유지되며 hw-mod slot xx shut 명령은 CLI(Command-Line Interface)에서 활성화
됩니다. 결함이 있는 CSC가 결함이 있는 동일한 슬롯에서 결함이 없는 새 CSC로 교체된 경우
, 라우터가 다시 시작되거나 새로 부팅된 경우 CLI는 관리 종료 모드로 계속 표시됩니다.교체
된 CSC를 표시하려면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no hw-mod slot xx shut 명령을 구성해야 합니
다.이렇게 하면 이중화가 활성화됩니다.Active RP는 나머지 패브릭 컨피그레이션을 결정합니
다.분기 대역폭 또는 전체 대역폭, 이중화 또는 비이중화
RP State: IOS UP --- EV_RP_LOCAL_FAB_READY

라인 카드가 초기화됩니다.MBUS가 초기화됩니다.처음부터 라인 카드의 모든 MBUS 모듈은
MBUS 모듈을 켜는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5V를 받습니다.MBUS 에이전트는 ROM에서 실행
하여 RAM에서 시작한 다음 실행합니다.Active RP는 MBUS를 통해 라인 카드의 존재를 검색
합니다.RP는 가능한 모든 슬롯에 브로드캐스트 요청을 전송합니다.MBUS 모듈이 있는 모든
구성 요소는 MBUS RAM 버전으로 응답합니다.upgrade mbus-agent-rom slot <x> 명령을 사
용하여 라인 카드 MBUS ROM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MBUS 에이전트는 라인 카드에
대한 48V 회선을 설정합니다.롬몬ROMMON은 기본 테스트 및 초기화를 실행합니다.upgrade
rom-monitor slot <x> 명령을 사용하여 라인 카드 ROMMON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RP가 IOS UP 상태에 도달하고 MBUS 에이전트 보고서를 생성한 후 RP는 라인 카드에 ROM
모니터(ROMMON이라고도 함) 버전을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ROMVGET --- EV_AGENT_REPORT_POWERED

라인 카드의 전원이 켜지면 ROM 모니터를 사용하여 기본 테스트와 초기화를 실행합니다.
ROMIGET --- EV_LC_ROM_MON_RESET

라인 카드 ROM은 보고서를 생성하고 패브릭 다운로더를 기다립니다.
FABIWAIT --- EV_LC_ROM_IMAGES_REPORT

패브릭 다운로더Active RP는 MBUS를 통해 순차적으로 각 라인 카드에 패브릭 다운로더(라인
카드의 보조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라고도 함)를 다운로드합니다.라인 카드가 패브릭 다운로
더를 수신하기 시작합니다.
FABLDNLD ---

EV_FAB_DOWNLOADER_DOWNLOAD_STARTABLE

라인 카드는 패브릭 다운로더 수신을 완료하고 패브릭 다운로더를 라인 카드의 DRAM 메모리
에 로드합니다.
FABLSTRT ---

EV_FAB_DOWNLOADER_DOWNLOAD_SUCCESS

라인 카드가 시작되고 패브릭 다운로더를 실행합니다.패브릭 다운로더는 라인 카드의 일부 하
드웨어 구성 요소를 초기화하여 스위치 패브릭에서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FABLRUN ---

EV_FAB_DOWNLOADER_LAUNCH_SUCCESS

upgrade fabric-downloader slot <x> 명령을 사용하여 라인 카드 패브릭 다운로더를 업그레이
드하고 플래시 카드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6.

라인 카드는 Cisco IOS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라인 카드는 패브릭을 통해 RP에서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수신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IOS DNLD --- EV_IOS_DOWNLOAD_WAIT_DL_CONFIRM.

라인 카드는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의 체크섬이 체크아웃되었음을 확인합니다.
IOS STRT --- EV_IOS_DOWNLOAD_SUCCESS

RP가 라인 카드로 시작 요청을 전송하고 라인 카드는 RP로 보고서를 다시 전송하여 성공적으
로 시작했음을 알립니다.
IOS UP --- EV_IOS_REPORT

라인 카드는 DRAM에서 필요한 버퍼를 보관하고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실행합니다.
IOS RUN --- EV_BUFF_CARVE_SUCCESS

7.



Cisco CEF(Express Forwarding) 동기화 및 라우팅 프로세스가 통합됩니다.라인 카드의
CEF가 RP와 동기화됩니다.show cef linecard 명령을 사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uter#show cef linecard

 Slot      MsgSent    XDRSent Window   LowQ   MedQ HighQ Flags

 2             886       1769   2495      0      0     0  up

 4             878       1764   2495      0      0     0  up

 5             882       1768   2495      0      0     0  up

 6             874       1759   2495      0      0     0  up

VRF Default, version 1027, 37 routes

 Slot   Version    CEF-XDR   I/Fs State    Flags

 2         1018         40     12 Active   sync, table-up

 4         1018         40      9 Active   sync, table-up

 5         1018         40      9 Active   sync, table-up

 6         1018         40     10 Active   sync, table-up

링크가 UP/UP로 전환됩니다.
Router#show ip interface brief

Interface              IP-Address      OK? Method Status               Protocol

POS2/0                 137.40.9.1     YES   NVRAM  up                    up

POS2/1                 137.40.18.1    YES   NVRAM  up                    up

POS2/2                 137.40.11.1    YES   NVRAM  up                    up

POS2/3                 137.40.12.2    YES   NVRAM  up                    up

GigabitEthernet4/0     137.40.199.2   YES   NVRAM  up                    up

GigabitEthernet5/0     137.40.42.2    YES   NVRAM  up                    up

ATM6/0                 unassigned     YES   NVRAM  administratively down down

Loopback0              137.39.39.4    YES   NVRAM  up                    up

Ethernet0              10.11.11.4     YES   NVRAM  up                    up

IGP(Interior Gateway Protocol) 및 BGP(Border Gateway Protocol) 피어가 설정되었습니다
.RP는 경로를 광고하고 수신합니다.RP는 RIB(routing information database)를 업데이트하고
CEF 테이블을 구성합니다.RP는 IPC(Interprocess Communications Protocol)를 사용하여
CEF 테이블을 show cef linecard 출력의 모든 동기화된 라인 카드에 다운로드합니다.BGP 변
환.

8.

상태 및 이벤트

이전 섹션에서는 RP 또는 라인 카드가 부팅될 때 표시되는 정상 상태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섹션에
서는 라인 카드의 부팅 프로세스를 검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상태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모두●

OIR(Online Insertion and Removal)●

hw-module 슬롯 < x > 종료●

마이크로코드 다시 로드 < x >●

서비스 업그레이드 모두

라인 카드가 항상 이 상태를 통과하려면 패브릭 다운로더를 실행해야 합니다.

FABLRUN --- EV_FAB_DOWNLOADER_LAUNCH_SUCCESS

패브릭 다운로더는 매번 RP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플래시에 프로그래밍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
매할 수 있습니다.

service upgrade all 명령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패브릭 다운로더는 플래시로 프로그래밍되지 않습
니다.라인 카드는 라인 카드가 부팅될 때마다 패브릭 다운로더를 다운로드하고 다음 상태를 거쳐야
합니다.

ROMVGET  EV_AGENT_REPORT_POWERED

ROMIGET  EV_LC_ROM_MON_RESET

FABIWAIT EV_LC_ROM_IMAGES_REPORT

FABLDNLD EV_FAB_DOWNLOADER_DOWNLOAD_STARTABLE

FABLSTRT EV_FAB_DOWNLOADER_DOWNLOAD_SUCCESS

FABLRUN  EV_FAB_DOWNLOADER_LAUNCH_SUCCESS

IOS DNLD EV_IOS_DOWNLOAD_WAIT_DL_CONFIRM

IOS STRT EV_IOS_DOWNLOAD_SUCCESS

IOS UP   EV_IOS_REPORT

IOS RUN  EV_BUFF_CARVE_SUCCESS

또한 show version 명령의 출력에서 라인 카드에 대한 다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WARNING: Old Fabric Downloader in slot 2

Use "upgrade fabric-downloader" command to update the image

반면 service upgrade all 명령이 구성된 경우 특정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의 첫 번째 로드에
서 라인 카드는 패브릭 다운로더를 로드하고 이를 플래시로 프로그래밍합니다.

NOT YET --- EV_FLASH_PROG_DONE

IN  RSET --- EV_FLASH_PROG_DONE

라인 카드는 첫 번째 로드에서만 다음 상태를 거칩니다.

ROMVGET  EV_AGENT_REPORT_POWERED

ROMIGET  EV_LC_ROM_MON_RESET



FABIWAIT EV_LC_ROM_IMAGES_REPORT

FABLDNLD EV_FAB_DOWNLOADER_DOWNLOAD_STARTABLE

FABLSTRT EV_FAB_DOWNLOADER_DOWNLOAD_SUCCESS

FABLRUN  EV_FAB_DOWNLOADER_LAUNCH_SUCCESS

IOS DNLD EV_IOS_DOWNLOAD_WAIT_DL_CONFIRM

IOS STRT EV_IOS_DOWNLOAD_SUCCESS

IOS UP   EV_IOS_REPORT

IOS RUN  EV_BUFF_CARVE_SUCCESS

NOT YET  EV_FLASH_PROG_DONE

IN  RSET EV_FLASH_PROG_DONE

ROMIGET  EV_LC_ROM_MON_RESET

FABLSTRT EV_FAB_DOWNLOADER_DOWNLOAD_SUCCESS

FABLRUN  EV_FAB_DOWNLOADER_LAUNCH_SUCCESS

IOS DNLD EV_IOS_DOWNLOAD_WAIT_DL_CONFIRM

IOS STRT EV_IOS_DOWNLOAD_SUCCESS

IOS UP   EV_IOS_REPORT

IOS RUN  EV_BUFF_CARVE_SUCCESS

service upgrade all 명령이 구성되어 있고 이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사용하여 첫 번째 다
시 로드한 후 다시 로드되는 경우 부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ROMVGET  EV_AGENT_REPORT_POWERED

ROMIGET  EV_LC_ROM_MON_RESET

FABIWAIT EV_LC_ROM_IMAGES_REPORT

FABLRUN  EV_FAB_DOWNLOADER_LAUNCH_SUCCESS

IOS DNLD EV_IOS_DOWNLOAD_WAIT_DL_CONFIRM

IOS STRT EV_IOS_DOWNLOAD_SUCCESS

IOS UP   EV_IOS_REPORT

IOS RUN  EV_BUFF_CARVE_SUCCESS

service upgrade all 명령의 첫 번째 로드에 부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후속 부팅이 패브릭 다운
로더를 다운로드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OIR(Online Insertion and Removal)

라인 카드를 제거하면 다음 상태가 생성됩니다.



NOT YET --- EV_ENVMON_CARD_REMOVED

마찬가지로 삽입 시 다음 상태가 생성됩니다.

NEW INS --- EV_ENVMON_CARD_INSERTED

새 라인 카드를 삽입한 후 MBUS의 전원을 켜고 나머지 라인 카드의 전원을 켜야 합니다.

MBUSWAIT   EV_AGENT_REPORT_AGENT_IN_ROM

MBUSWAIT   EV_AGENT_REPORT_AGENT_IN_ROM

MBUSDNLD   EV_MBUS_AGENT_DOWNLOAD_STARTABLE

MBUSDONE   EV_MBUS_AGENT_DOWNLOAD_SUCCESS

PWR ON   EV_AGENT_REPORT_UNPOWERED

정상적인 부팅 프로세스는 다음 위치에서 계속됩니다.

ROMIGET --- EV_LC_ROM_MON_RESET

hw 모듈 슬롯 종료

라인 카드를 완전히 재설정하고 종료(관리 다운이라고도 함) 상태로 두려면 hw-module slot <x>
shutdown 명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 명령을 실행하면 라인 카드가 IOS STRT까지 부팅된 다음
ADMNDOWN에 유지됩니다.이 명령을 구성할 때 로그는 다음 상태 전환을 표시합니다.

NOT YET  EV_ADMIN_SLOT_SHUT

IN  RSET EV_ADMIN_SLOT_SHUT

ROMVGET  EV_LC_ROM_TYPE_AFTER_RESET_TIMEOUT

ROMIGET  EV_LC_ROM_MON_RESET

FABLWAIT EV_LC_ROM_IMAGES_REPORT_WAIT_FAB

FABLDNLD EV_FAB_DOWNLOADER_DOWNLOAD_STARTABLE

FABLSTRT EV_FAB_DOWNLOADER_DOWNLOAD_SUCCESS

FABLRUN  EV_FAB_DOWNLOADER_LAUNCH_SUCCESS

IOS DNLD EV_IOS_DOWNLOAD_WAIT_DL_CONFIRM

IOS STRT EV_IOS_DOWNLOAD_SUCCESS

ADMNDOWN EV_IOS_REPORT

라인 카드는 hw-module 슬롯 <x> 종료 컨피그레이션이 제거될 때까지 이 마지막 상태로 유지됩니
다.no hw-module slot <x> shutdown 명령을 사용하여 라인 카드를 다시 활성화하도록 선택하면 라
인 카드가 원래 상태로 다시 부팅되고 다음 이벤트로 시작합니다.

NOT YET --- EV_ADMIN_NO_SLOT_SHUT

IN  RSET --- EV_ADMIN_NO_SLOT_SHUT

이후 일반 부팅 프로세스는 다음 작업을 계속합니다.

ROMIGET --- EV_LC_ROM_MON_RESET



마이크로코드 다시 로드

마이크로코드 다시 로드는 라인 카드의 부팅 프로세스를 재시작하고 다음 이벤트로 시작합니다.

NOT YET --- EV_ADMIN_LC_RELOAD

IN  RSET --- EV_ADMIN_LC_RELOAD

그런 다음 일반 부팅 프로세스는 다음에서 계속됩니다.

ROMIGET --- EV_LC_ROM_MON_RESET

문제 해결

라인 카드 상태가 IOS RUN 이외의 상태이거나 RP가 활성 마스터/기본 또는 슬레이브/보조 상태가
아닌 경우 이는 문제가 있고 카드가 올바르게 로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카드를 교체하기 전에
Cisco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Software Advisor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현재 Cisco IOS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새 카드가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라인 카드가 지원되는 경우 service upgrade all 명령을 구성
한 다음 copy run start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고 라우터의 전원을 껐다가 켜
십시오.때로는 다시 로드가 충분하지 않지만 전원 주기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현재 Cisco
IOS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새 카드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Cisco IOS 소프트웨어 버전을 업그
레이드하기 전에 라인 카드에 충분한 경로 메모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Cisco
IOS Software Release 12.0(21)S의 경우 256MB의 경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BGP(Border Gateway Protocol)가 많은 피어 및 많은 경로로 구성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자
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RP 트러블슈팅라인 카드 트러블슈팅

1.

라인 카드를 부팅하는 단계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합니다.라인 카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
해 show led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show led 명령의 출력에 MEM INIT가 표시되면 라인
카드에 메모리를 다시 장착해야 합니다.show led 명령의 출력에 MRAM이 표시되면 라인 카드
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다시 장착해야 합니다.또한 라인 카드가 작동하려
면 섀시에 적절한 CSC 및 SFC 수를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1/4 대역폭 구성에서는 엔진 0
기반 라인 카드만 작동합니다.다른 모든 라인 카드는 4개 이상의 스위칭 패브릭 카드가 필요합
니다.라인 카드의 부팅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위해 항상 show event-trace slot-state 명령을 실
행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은 카드에서 부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마이크로코드를 다시 로드하려면 전역 구성 마이크로코드 reload <slot> 명령을 실행합니다.●

카드를 다시 로드하려면 hw-module slot <slot> reload 명령을 실행합니다.그러면 Cisco IOS 라
인 카드 소프트웨어를 다시 다운로드하기 전에 라인 카드가 MBUS 및 패브릭 다운로더 소프트
웨어 모듈을 재설정하고 다시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

MBUS 에이전트 ROM, MBUS 에이전트 RAM 및 패브릭 다운로더를 업그레이드하려면
upgrade all slot 명령을 실행합니다.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에서 라인 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라인 카드를 수동으로 재설정합니다.이렇게 하면 MBUS 또는 스위칭 패브릭에 대한 잘못된 연
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GRP(Gigabit Route Processor)에서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GRP-3-UCODEFAIL: Download failed to slot 5

http://tools.cisco.com/Support/Fusion/FusionHome.do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12000/12006s/installation/guide/qdch4.html#wp5764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2710/prod_tech_notes_list.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79d.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79d.shtml


이 메시지는 라인 카드에 다운로드된 이미지가 거부되었음을 의미합니다.마이크로코드를 다시 로
드하려면 microcode reload configuration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오류 메시지가 다시 나타나면
upgrade all slot 명령을 실행하여 MBUS 에이전트 ROM, MBUS 에이전트 RAM 및 패브릭 다운로더
를 업그레이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의 라인 카드 펌웨어 업그레
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ngine 2 기반 라인 카드는 STRTIOS에서 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패킷 메모리 DIMM이
TLU/PLU 소켓에 설치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유형의 카드의 메모리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엔진 2 라인 카드의 메모리 위치를 참조하십시오.

TLU/PLU 메모리의 양을 확인하는 명령 시퀀스는 한 가지입니다.

Router#attach

LC-Slot#show control psa mem

The following symptoms are :

1)"show LED" is in STRTIOS

2)"show diag" may indicate

Board is disabled analyzed idbs-rem

Board State is Launching IOS (IOS  STRT):

Router#show led

SLOT 4  : STRTIOS

SLOT 7  :  RP ACTV

Router#show diag 4

SLOT 4  (RP/LC 4 ): 3 Port Gigabit Ethernet

  MAIN: type 68,  800-6376-01 rev C0

        Deviation: 0

        HW config: 0x00    SW key: 00-00-00

  PCA:  73-4775-02 rev C0 ver 2

        Design Release 1.0  S/N SDK0433157H

  MBUS: Embedded Agent

        Test hist: 0x00    RMA#: 00-00-00    RMA hist: 0x00

  DIAG: Test count: 0x00000000    Test results: 0x00000000

  FRU:  Linecard/Module: 3GE-GBIC-SC=

  L3 Engine: 2 - Backbone OC48 (2.5 Gbps)

  MBUS Agent Software version 01.51 (RAM) (ROM version is 02.17)

  ROM Monitor version 10.06

  Fabric Downloader version used 08.01 (ROM version is 05.03)

  Primary clock is CSC 1

  Board is disabled analyzed idbs-rem

  Board State is Launching IOS (IOS  STRT)

  Insertion time: 00:00:06 (00:11:00 ago)

이 보드는 IOS RUN으로 부팅할 수 없으며 IOS START에 고정되어 있습니다.64MB SDRAMS는
128MB SDRAM 대신 J5 및 J8에 설치되었고, J4와 J6에는 64M SDRAMS 대신 128MB SDRAM이
설치되었습니다.이 오류의 근본 원인은 메모리 불일치, 즉 전송된 SDRAM이 128MB인 SDRAMS와
64MB인 수신 SDRAMS가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J5 및 J8에서 128MB SDRAM을 재구성한 후 이
보드가 제대로 부팅되었습니다.

잘못된 슬롯에 잘못된 크기의 메모리를 장착하는 것은 RX/TX 패킷 메모리와 동일한 물리적 모양의
PLU/TLU를 가진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엔진 2 기반 라인 카드에서만 가능합니다.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79d.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79d.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1e1dbe.shtml#memory3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1e1dbe.shtml#memory3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1e1dbe.shtml#memory3


엔진 2 기반 라인 카드의 메모리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12000 Series 라우터 메모리 교
체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문제 해결 명령

버전 표시

Router#show version

Cisco Internetwork Operating System Software

IOS (tm) GS Software (GSR-P-M), Version 12.0(22)S, EARLY DEPLOYMENT RELEASE SOFTWARE (fc2)

RP에 로드된 Cisco IOS 소프트웨어 버전은 12.0(22)S입니다.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는 boot
system <source> 명령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서 복사됩니다.그런 다음 압축 해제되어 RP의
DRAM에 로드됩니다.

참고: 이미지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boot system <source> 명령을 구성하면 RP는 해당 슬롯/디스크
에 첫 번째 파일을 로드하려고 시도합니다.따라서 첫 번째 이미지가 유효한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인지 확인합니다.

ATA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0(22)S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ATA
디스크에서 부팅하지 못할 수 있는 Cisco 1200 라우터를 참조하십시오.

TAC Support: http://www.cisco.com/tac

Copyright (c) 1986-2002 by cisco Systems, Inc.

Compiled Sat 20-Jul-02 04:40 by nmasa

Image text-base: 0x50010968, data-base: 0x5207A000

ROM: System Bootstrap, Version 11.2(20010625:183716) [bfr_112 181], DEVELOPMENT SOFTWARE

Bootstrap Version 181 - RP에서 실행되는 ROM Monitor 또는 ROMMON이라고도 하는 부트스트랩
버전입니다.부트스트랩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ROM에서 직접 실행되거나 소스를 지정하기 위해
boot bootstrap <source> 명령을 실행합니다.RP에서 512MB DRAM 지원에 대해 다음 단계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GRP 유형과 현재 ROMMON 버전을 식별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GRP - 512MB 옵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이 카드를 GRP-B로 교체해야 합니다.●

ROMMON 버전 180이 포함된 GRP-B - 먼저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12.0(19)S 이상
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그런 다음 slot X(여기서 X는 GRP가 있는 슬롯 번호) 명령을 실행
하여 ROMMON 버전을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이러한 단계를 수행한 후에는 Cisco
12000 Series 라우터 메모리 교체 지침에 설명된 대로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ROMMON 버전 181 이상이 포함된 GRP-B -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19)S 이상을 실
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그런 다음 Cisco 12000 Series 라우터 메모리 교체 지침에 설명된
대로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BOOTLDR: GS Software (GSR-BOOT-M), Version 12.0(8)S, EARLY

DEPLOYMENT MAINTENANCE INTERIM SOFTWARE

Bootloader Version 12.0(8)S - RP에서 실행되는 부트로더의 버전입니다.소스를 지정하려면 boot
bootldr <source> 명령을 실행합니다.netbooting(TFTP 소스에서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 부
팅)에는 부트 로더가 필요합니다. 부트로더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12000/12012/maintenance/guide/4338bmem.html#35525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12000/12012/maintenance/guide/4338bmem.html#35525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12000/12012/maintenance/guide/4338bmem.html#35525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12000/12012/maintenance/guide/4338bmem.html#35525
http://www.cisco.com/en/US/ts/fn/200/fn20185.html
http://www.cisco.com/en/US/ts/fn/200/fn20185.html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12000/12012/maintenance/guide/4338bmem.html#24379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12000/12012/maintenance/guide/4338bmem.html#24379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12000/12012/maintenance/guide/4338bmem.html#24379


Router uptime is 1 hour, 18 minutes

가동 시간은 마지막 다시 로드 이후 기간입니다.

System returned to ROM by reload at 16:02:27 UTC Mon Aug 19 2002

System image file is "slot0:gsr-p-mz.120-22.S"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의 소스를 보여줍니다.이 경우 slot0에 저장된 이미지입니다.

cisco 12410/GRP (R5000) processor (revision 0x01) with 524288K bytes of memory.

R5000 CPU at 200Mhz, Implementation 35, Rev 2.1, 512KB L2 Cache

Last reset from power-on

1 Route Processor Card

2 Clock Scheduler Cards

5 Switch Fabric Cards

1 Single-port OC12c ATM controller (1 ATM).

1 four-port OC48 POS controller (4 POS).

2 Single Port Gigabit Ethernet/IEEE 802.3z controllers (2 GigabitEthernet).

1 Ethernet/IEEE 802.3 interface(s)

2 GigabitEthernet/IEEE 802.3 interface(s)

1 ATM network interface(s)

4 Packet over SONET network interface(s)

507K bytes of non-volatile configuration memory.

16384K bytes of Flash PCMCIA card at slot 0 (Sector size 128K).

8192K bytes of Flash internal SIMM (Sector size 256K).

Configuration register is 0x2002

표시

Router#show led

SLOT 2  : RUN IOS

라인 카드를 포함하는 슬롯은 여러 출력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참조). 이 경우
슬롯 2의 라인 카드는 완전히 부팅되고 RUN IOS 상태가 됩니다.

SLOT 4  : RUN IOS

SLOT 5  : RUN IOS

SLOT 6  : RUN IOS

SLOT 9  : RP ACTV

RP를 포함하는 슬롯은 두 출력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RP ACTV 및 RP STBY.이는 어떤 RP가 활성
상태이고 어떤 RP가 대기 모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경우 슬롯 9의 RP가 완전히 부팅되고 활
성 RP입니다.

대각선 표시 <x>

Router#show diags 2

SLOT 2  (RP/LC 2 ): 4 Port Packet Over SONET OC-48c/STM-16 Single Mode/SR SC connector

  MAIN: type 67, 800-5517-03 rev A0

        Deviation:  D026529



        HW config: 0x04   SW key: 00-00-00

  PCA:  73-4203-04 rev B0 ver 3

        Design Release 2.0 S/N CAB0543L3FH

  MBUS: Embedded Agent

        Test hist: 0x00   RMA#: 00-00-00    RMA hist: 0x00

  DIAG: Test count: 0x00000000   Test results: 0x00000000

  FRU:  Line card/Module: 4OC48/POS-SR-SC=

        Route Memory: MEM-LC4-256=

        Packet Memory: MEM-LC4-PKT-512=

  L3 Engine: 4 - Backbone OC192/QOC48 (10 Gbps)

  MBUS Agent Software version 01.50 (RAM) (ROM version is 02.10)

MBUS Agent 소프트웨어 버전 - MBUS 에이전트가 RAM에서 실행되는 경우 필요한 대로 RAM 정
보가 표시됩니다.

ROM Monitor version 01.04

  Fabric Downloader version used 05.00 (ROM version is 04.01)

  Primary clock is CSC 1 Board is analyzed

  Board State is Line Card Enabled (IOS  RUN )

  Insertion time: 00:00:12 (01:17:53 ago)

삽입 시간 - 라인 카드의 전원이 켜진 시간입니다.처음 00:00:12(HH:MM:SS)는 RP를 다시 로드한
후 라인 카드의 전원이 켜진 시간입니다.두 번째 시간 01:17:53(HH:MM:SS)은 라인 카드의 전원이
켜진 시간입니다.두 번째 시간에 처음 추가된 시간은 show version 명령 출력의 가동 시간과 같습니
다.

DRAM size: 268435456 bytes

  FrFab SDRAM size: 268435456 bytes

  ToFab SDRAM size: 268435456 bytes

  0 crashes since restart

show monitor event-trace slot-state <x>

show gsr slot <x> 명령은 동일한 출력을 제공하며 기억하기 쉽습니다.

Router#show gsr slot 0

SLOT STATE TRACE TABLE -- Slot 0  (Current Time is 4116199.392)

현재 시간:4116199.392초는 RP의 전원이 켜진 시간입니다.



+-----------------------------------------------------------------------

|  Timestamp    Pid State    Event                                 Flags

+-----------------------------------------------------------------------

         3.296   2  IOS STRT EV_RP_MBUS_DISCOVERY_SUCCESS

        22.536   2  IOS UP   EV_RP_LOCAL_AGENT_REPORT

        33.184  46  IOS UP   EV_RP_LOCAL_FAB_READY                 an

라인 카드의 출력은 유사합니다.

Router#show gsr slot 2

SLOT STATE TRACE TABLE -- Slot 2  (Current Time is 4776.108)

현재 시간:4776.108초는 라인 카드의 전원이 켜진 시간입니다.

+-----------------------------------------------------------------------

|  Timestamp    Pid State    Event                                 Flags

+-----------------------------------------------------------------------

      12.756   3  ROMVGET EV_AGENT_REPORT_POWERED

      15.056  10  ROMIGET EV_LC_ROM_MON_RESET                      an

      15.448  10  FABIWAIT EV_LC_ROM_IMAGES_REPORT                 an

      34.048  48  FABLDNLD EV_FAB_DOWNLOADER_DOWNLOAD_STARTABLE    an

      50.740  10  FABLSTRT EV_FAB_DOWNLOADER_DOWNLOAD_SUCCESS      an

      54.936  10  FABLRUN EV_FAB_DOWNLOADER_LAUNCH_SUCCESS         an

      77.580  77  IOS DNLD EV_IOS_DOWNLOAD_WAIT_DL_CONFIRM         an

      77.636  10  IOS STRT EV_IOS_DOWNLOAD_SUCCESS                 an

      92.148  10  IOS UP  EV_IOS_REPORT                            an

      93.168 288  IOS RUN  EV_BUFF_CARVE_SUCCESS                   an

show monitor event-trace slot-state <x> 명령의 나머지 출력에서는 라인 카드가 통과한 각 상태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술 지원에 문의할 경우 수집할 정보

기술 지원에 문의하는 경우 이 정보를 케이스에 추가하여
IOS RUN 이외의 라인 카드 상태를 트러블슈팅합니다.

가능한 경우 enable 모드의 show tech-support 명령
출력

●

콘솔 포트에서 캡처된 전체 부팅 시퀀스.●

show log 명령 출력 또는 콘솔 캡처(사용 가능한 경우)●

다음 show 명령의 출력: show gsr slot <slot>show
monitor event-trace mbusshow monitor event-trace
mbus | incl slot#(여기서 #은 고정 라인 카드의 슬롯
번호입니다.)show monitor event-trace fabipc 포트 표
시ipc 노드 표시ipc 상태 표시컨트롤러 sca 표시컨트

●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


   

롤러 xbar 표시컨트롤러 시계 표시컨트롤러 csc-fpga
표시
수행한 트러블슈팅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케이스에 정보를 업로드하고 첨부하려면 Service Request
Tool(등록된 고객만 해당)을 참조하십시오.이 툴에 액세스
할 수 없는 경우 이메일 첨부 파일의 정보를
attach@cisco.com으로 전송하고 메시지 제목 줄에 케이
스 번호를 입력하여 관련 정보를 케이스에 첨부할 수 있습
니다.
참고: 라인 카드/GRP에서 부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
한 경우가 아니면 이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라우터를 수동
으로 다시 로드하거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지 마십시오
.따라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
보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에서 라인 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tools.cisco.com/ServiceRequestTool/create/launch.do
http://tools.cisco.com/ServiceRequestTool/create/launch.do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mailto:attach@cisco.com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79d.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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