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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하드웨어를 교체하려면 귀중한 시간과 리소스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
다.이 문서는 Cisco 7200 Series 라우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드웨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라우터에서 발생하는 오류 유형에 따라 하드웨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식별하
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이 문서에서는 하드웨어 문제로 종종 오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오류에 대
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배경

Cisco 7200 Series Router에는 단일 NPE(Network Processor Engine) 또는 NSE(Network Services



Engine) 컨트롤러 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7206/7206VXR 섀시에 대해 최대 6개의 PA(Port
Adapters)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isco 7200 Series 라우터 아키텍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7200 Series 라우터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7200 Series 라우터 설명서●

Cisco 7200 Port Adapter 문서●

라우터 충돌 트러블슈팅●

7200 Series 라우터 필드 알림●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어떤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한정되지 않지만 7200 Series 라우터에서
실행되는 모든 Cisco IOS 소프트웨어 버전에 적용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7202, 7204/7204VXR 및 7206/7206VXR를 비롯한 표준 및 VXR 섀시에 대한 7200
Series 라우터의 문제 해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uBR7200 Series 플랫폼에 대한 하드웨어 문제 해결 지원은 Cisco uBR72xx / uBR7246 VXR
Universal Broadband Router에 대한 하드웨어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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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호환성 및 메모리 요구 사항

새 카드, 모듈 또는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설치할 때마다 라우터에 메모리가 충분한지, 그
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려는 기능과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호환성 및 메모리 요구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 권장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Software Advisor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소프트웨
어를 선택합니다.팁:Software Support for Features(등록된 고객만 해당) 섹션에서는 구현할
기능 유형을 선택하여 필요한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Download Software Area(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Cisco IOS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최
소 메모리(RAM 및 Flash)를 확인하거나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라
우터에 설치된 메모리(RAM 및 플래시)의 양을 확인하려면 메모리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팁:현재 라우터에서 실행 중인 버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려는 경우 어떤 기능 집합을 사용
하고 있는지 모를 경우 라우터에 show version 명령을 입력하고 Output Interpreter(등록된 고
객만 해당) 도구에 붙여넣어 알아보십시오.특히 최신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기
능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새 버전 또는 기능 세트
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How to Choose a Cisco IOS Software
Release를 참조하십시오.

2.

Cisco I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Cisco 7200 Series 라우터의 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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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 설치 및 업그레이드 절차를 완료합니다.

부팅 이미지 업그레이드

Cisco 7200 Series 라우터의 이전 및 최신 모델에서 부트 이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versized Cisco 7200/uBR 7200 Boot Image를 참조하십시오.

오류 메시지

Error Message Decoder(등록된 고객만) 툴을 사용하여 오류 메시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sco 제품의 콘솔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일반적으로 다음 형식).

%XXX-n-YYYY : [text]

다음은 오류 메시지의 예입니다.

Router# %SYS-2-MALLOCFAIL: Memory allocation of [dec] bytes failed from [hex], pool [chars],

alignment [dec]

일부 오류 메시지는 정보 제공용인 반면, 다른 오류 메시지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나
타내며 조치가 필요합니다.Error Message Decoder(등록된 고객만 해당) 툴은 메시지에 대한 설명,
권장 조치(필요한 경우) 및 사용 가능한 경우 해당 오류 메시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해결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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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식별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입니다.이 정
보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Crashinfo 파일:라우터가 충돌하면 파일이 I/O 컨트롤러의 부트플래시에 저장됩니다.이 파일에
는 충돌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세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rashinfo 파일에서
정보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

콘솔 로그 및/또는 Syslog 정보:이는 여러 증상이 발생할 경우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
요합니다.PC를 설정하여 콘솔 로그를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솔 연결에 대한 올바
른 터미널 에뮬레이터 설정 적용을 참조하십시오.라우터가 syslog 서버로 로그를 전송하도록
설정된 경우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일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Syslog용 Cisco
디바이스 구성 방법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으로 로깅을 활성화하여 콘솔 포트의 라우터에 직
접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술 지원 표시:show technical-support 명령은 show version, show running-config 및 show
stack을 포함하는 다양한 명령의 컴파일입니다.Cisco 7200에 문제가 발생하면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서 이 정보를 요청합니다.다시 로드하거나 전원을 껐다가
다시 로드하기 전에 show technical-support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가 문제의 모든 정보
를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라우터에 부팅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부팅 시퀀스입니다.●

Cisco 디바이스에서 show 명령의 출력이 있는 경우  잠재적인 문제 및 수정 사항을 표시합니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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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록된 고객이고 로그인되어 있으며 JavaScript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등록된

일반적인 문제

하드웨어 문제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새 하드웨어 설치 후 장애가 항상 하드웨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또 다른 예는 라우터가 응
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표에서는 일반적으로 잘못 해석되는 문제의 증상, 설명 및 문제 해결 단계를 제공합니다.

증상 설명

라우터 중단

라우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중단
은 라우터가 특정 지점으로 부팅한
다음 더 이상 명령이나 키 입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즉, 콘솔
화면이 특정 시점 이후에 정지됩니
다.하드웨어 문제가 반드시 하드웨
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라우
터에 라우터가 중단된 경우
Troubleshooting Router Conhts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PA(Port Adapter)가
인식되지 않으며 다
음과 같은 콘솔 메시
지가 나타납니다.
%PA-2-UNDEFPA:

Undefined Port

Adapter

type 106 in bay 2

부팅 이미지는 SA-ISA 또는 SA-
VAM과 같은 암호화 엔진을 지원하
지 않습니다.이들 중 하나가 섀시에
삽입될 경우 부팅 시 "Undefined
Port Adapter(정의되지 않은 포트
어댑터)" 메시지가 표시되며, 기본
암호화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
지가 로드될 때만 카드가 탐지됩니
다.게다가 부팅 프로세스가 1-2분
정도 느려집니다.이러한 예상 동작
은 라우터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
니다.

잘못된 CPU ID 오류
메시지

잘못된 CPU ID 오류 메시지는 항상
NPE-300/NPE-400 또는 VXR 섀시
를 인식하지 못하는 Cisco IOS 소
프트웨어(일반적으로 부팅 이미지
)로 인해 발생합니다.이 문제에 대
한 "BAD CPU ID" 메시지의 원인을
참조하십시오.Cisco IOS 소프트웨
어 또는 부팅 이미지를 인식할 수
없는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버전으
로 업그레이드하면 이 문제가 해결
됩니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 사
용률이 매우 높음

이로 인해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라우터가 잘못 구성되었
거나 네트워크의 어떤 것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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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Cisco 라우터의 Troubleshooting
High CPU Utilization(CPU 사용률
문제 해결) 페이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할당 오류 -
SYS-2-
MALLOCFAIL

메모리 할당 오류는 하드웨어 문제
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메모리
할당 오류에 대한 문제 해결 팁은
Troubleshooting Memory Problems
페이지에 있습니다.

라우터 충돌

일부 충돌이 하드웨어 불량 때문은
아닙니다.라우터 충돌 트러블슈팅
은 충돌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PLATFORM-3-
PACONFIG 및
%C7200-3-
PACONFIG 오류 메
시지

이러한 오류 메시지는 대개 잘못된
포트 어댑터 컨피그레이션으로 인
해 발생합니다.%PLATFORM-3-
PACONFIG 및 %C7200-3-
PACONFIG 오류 메시지의 원인 확
인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SYS-3-CPUHOG
메시지의 원인

이 문서에서는 %SYS-3-CPUHOG
오류 메시지의 원인 및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버퍼 누수

버퍼 유출은 Cisco IOS 소프트웨어
버그입니다.버퍼 유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통합된 인터페이
스 및 시스템 버퍼 누수.show
interfaces 및 show buffers 명령을
사용하면 발생하는 버퍼 누수의 유
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
용은 버퍼 누수 문제 해결을 참조하
십시오.

버스 오류 충돌 및 버
스 오류 예외
System restarted by

bus error at

PC 0x30EE546,

address 0xBB4C4

또는
** System received a

Bus Error

exception**

프로세서가 존재하지 않는 메모리
위치(소프트웨어 오류)나 제대로 응
답하지 않는 메모리 위치(하드웨어
문제)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시스템
에 버스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문
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스 오류
트러블슈팅을 참조하십시오.

SegV 예외
System restarted by

error -

a SegV exception

또는
** System received a

SegV

exception **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gV 예외를 참조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하여 시
스템이 다시 시작되

소프트웨어 강제 충돌은 라우터가
심각하고 복구 불가능한 오류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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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Software-forced

crash

또는
** System received a

Software

forced crash **

지하고 자체 로드를 다시 수행하여
손상된 데이터 전송을 방지할 때 발
생합니다.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Understanding Software-
forced Crash를 참조하십시오.

%ERR-
1GT64120(PCI0):치
명적 오류, 메모리 패
리티 오류

패리티가 잘못된 데이터는 읽기 또
는 쓰기 작업을 위해 C7200/NPE
라우터의 여러 패리티 검사 디바이
스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7200 Parity Error
Fault Tree를 참조하십시오.

%RSP-3-다시 시작
:인터페이스 [xxx], 출
력 stuck/fround/not
전송 메시지

%RSP-3-RESTART의 원인 참조
:인터페이스 [xxx], 출력
stuck/fround/not 전송 메시지?이 유
형의 오류 메시지를 트러블슈팅합
니다.

OIR(Online Insertion
and Removal)

자세한 내용은 Cisco 라우터의
OIR(Online Insertion and
Removal)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단계별 문제 해결

패리티 오류

이는 자주 잘못 인식되는 가장 일반적인 오류 유형 중 하나이며 적절한 트러블슈팅을 수행하지 않
으면 불필요한 중단 시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목적은 Cisco IOS Software에서 탐지할 수 있는 패리티 오류의 종류, "하드 패리티 오류
(하드웨어 오류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해 다시 발생함) 및 "소프트 패리티 오류(DRAM 셀(하드웨어 오
류 또는 손상)로 인한 일시적 변경)를 해독하거나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드웨어 교체
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프트 패리티 오류"에 대한 상당한 현장 반향의 증거가 있습니다.

권장 작업

패리티 오류가 처음 발생할 때 "소프트 패리티 오류"와 "하드 패리티 오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경
험상 대부분의 패리티 발생은 소프트 패리티 오류이며 대개 해제될 수 있습니다.최근에 일부 하드
웨어를 변경하거나 섀시를 이동한 경우 해당 부품(DRAM, SRAM, NPE, PA)을 다시 장착해 보십시
오. 자주 발생하는 패리티가 하드웨어의 결함을 의미합니다.아래 설명된 문제 해결 지침에 따라 영
향을 받는 부품(DRAM, PA, VIP 또는 마더보드)을 교체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Cisco 7200 Series 아키텍처 이해

이 플랫폼에 대한 개요는 Cisco 7200 Series 라우터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Cisco 7200 Series는 NPE 모델에 따라 NPE의 DRAM, SDRAM 및 SRAM 메모리를 다양하게 조합
하여 사용합니다.

PCI 버스—Cisco 7200에는 3개의 PCI 데이터 버스가 있습니다.PCI 0, PCI 1 및 PCI 2. PC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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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PCI 2는 NPE에서 미드플레인으로 확장되며 미디어 인터페이스(포트 어댑터)를 NPE의
CPU 및 메모리로 상호 연결합니다.PCI 0은 미디어 인터페이스와 I/O 컨트롤러의 PCMCIA를
CPU와 NPE의 메모리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25MHz, PCI 0, PCI 1 및 PCI 2에서 실행되면
각각 최대 800Mbps의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I/O 컨트롤러 - 콘솔 연결, 보조 연결, NVRAM, Boot ROM, Boot FLASH 및 내장형 인터페이스
컨트롤러(이더넷 또는 고속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I/O 컨트롤러는 PCI 버스 0을 통
해 PCMCIA 카드 슬롯의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

I/O 버스 - I/O 컨트롤러(콘솔 포트, AUX 포트, NVRAM, 부트 ROM 및 부트 플래시)의 비 PCI 구
성 요소를 CPU 및 NPE에 연결합니다.

●

다시 로드하고 패리티 오류를 보고할 수 있는 여러 패리티 오류의 소스 이해

DRAM 패리티 오류(일시적(알파 입자) 또는 하드 오류)●

SRAM 패리티 오류(일시적인 또는 하드 오류)●

프로세서 내부 캐시 패리티 예외(지침 또는 데이터 캐시)●

MEMD(SRAM)에 잘못된 패리티를 쓰는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버스 패리티 오류(버스 트랜잭션의 CMD, 주소 또는 데이터 부분에 오류가 있음)●

제조 결함(불량 솔더, 깨진 흔적, 냉침 접합 등)●

다양한 패리티 오류 메시지를 식별할 때 Cisco 7200의 어느 부분이나 구성 요소가 실패하는지 트러
블슈팅하고 격리하는 단계를 보려면 Cisco 7200 패리티 오류 트리를 참조하십시오.

패리티 오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보고서 이해

패리티 오류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세서 메모리 패리티 오류(PMPE)를 참조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콘솔 로그에서 "restart reason"을 확인하고
show version 명령의 출력입니다.

DRAM의 패리티 오류

충돌 후 라우터를 수동으로 다시 로드하지 않은 경우 show version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System restarted by processor memory parity error at PC 0x601799C4, address 0x0

System image file is "flash:c4500-inr-mz.111-14.bin", booted via flash

Cisco 디바이스에서 show 명령의 출력이 있는 경우  잠재적인 문제 및 수정 사항을 표시합니다.사
용 등록된 고객이고 로그인되어 있으며 JavaScript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등록된

crashinfo 파일을 사용할 수 있거나 콘솔 로그가 캡처된 경우 다음과 비슷한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
니다.

 *** Cache Error Exception ***

Cache Err Reg = 0xa0255c61

data reference, primary cache, data field error , error on SysAD Bus

PC = 0xbfc0edc0, Cause = 0xb800, Status Reg = 0x34408007

DRAM에서 반복되는 패리티 오류는 DRAM 또는 섀시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섀시가 최근에
이동되었거나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변경이 수행된 경우 DRAM 칩을 다시 장착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DRAM을 첫 번째 단계로 교체합니다.이렇게 하면 패리티 오류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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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습니다.라우터가 계속 crash하는 경우 이 섹션의 모든 정보를 먼저 고친 후 섀시를 교체하
고 Cisco TAC에 문의하십시오.

SRAM의 패리티 오류

충돌 후 라우터를 수동으로 다시 로드하지 않은 경우 show version 출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
됩니다.

System  restarted by shared memory parity error at PC 0x60130F40

System image file is "flash:c4500-inr-mz.111-14.bin", booted via flash

crashinfo 파일을 사용할 수 있거나 콘솔 로그가 캡처된 경우 다음과 비슷한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
니다.

*** Shared Memory Parity Error ***

shared memory control register= 0xffe3

error(s) reported for: CPU on byte(s): 0/1

또는

%PAR-1-FATAL: Shared memory parity error

shared memory status register= 0xFFEF

error(s) reported for: CPU on byte(s): 0/1 2/3

또는

*** Shared Memory Parity Error ***

shared memory control register= 0xffdf

error(s) reported for: NIM1 on byte(s): 0/1  2/3

참고: CPU에 대해 오류가 보고되면 SRAM을 교체합니다.NIM(x)에 대해 오류가 보고되면 슬롯(x)에
서 네트워크 모듈을 교체합니다. 슬롯(x)에 할당된 SRAM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SRAM을 교체
해야 할 수 있습니다.SRAM에서 반복되는 패리티 오류는 대부분 결함이 있는 SRAM 칩 또는
SRAM에 잘못된 패리티를 기록한 결함이 있는 네트워크 모듈을 나타냅니다.섀시가 최근에 이동되
었거나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변경이 수행된 경우 네트워크 모듈을 다시 장착하고 SRAM 칩을 사
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콘솔 로그에서 오류가 보고된 위치를 확인합니다
(위의 출력 예 참조).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패리티 오류 식별●

소프트(일시적) 대 하드 패리티 오류(하드웨어 관련)●

문제 격리●

%IP-3-루프팩:탐지되고 삭제된 루프 패킷

%IP-3-LOOPPAK:  패킷 인해 루핑 패킷 탐지되고 삭제된 오류 메시지가 수신됩니다.일반적인 원인은
IP 헬퍼 주소의 컨피그레이션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도우미 주소는 원하는 서비스의 서버와 동
일한 주소여야 합니다.라우터 주소를 헬퍼 주소에 넣으면 라우팅 루프가 생성됩니다.

권장 작업은 루프가 있는 패킷의 소스 및 목적지 주소를 분석하고 라우터의 IP 헬퍼 주소 컨피그레
이션이 올바른 디바이스를 가리키는지, 로컬 라우터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341/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793.shtml#topic1
//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341/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793.shtml#softvshard
//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341/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793.shtml#isolation


시스템이 버스 오류 예외로 다시 시작됨

프로세서가 존재하지 않는 메모리 위치(소프트웨어 오류)나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메모리 위치(하
드웨어 문제)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시스템에 버스 오류가 발생합니다.라우터에서 제공하는 show
version 명령의 출력을 확인하여 버스 오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전원 순환되지 않았거나 수동으
로 다시 로드되지 않은 경우).

이 문제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일 수 있습니다.다음은 이러한 오류 메시지의 예입
니다.

*** System received a Bus Error exception ***

signal= 0xa, code= 0x18, context= 0x6206b820

PC = 0x606e356c, Cause = 0x6020, Status Reg = 0x3400800

다음은 라우터 다시 로드입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라우터가 충돌 및 재로드의 루프에 들어가고
이 루프를 분리하려면 수동 개입이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Troubleshooting Bus Error Crash의
Troubleshooting Skills for Bus Error Exception Boot Loop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하드웨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라우터의 전원을 끄고 디바이스에서 PA(Port Adapter)를 제거합니다.시스템 전원을 켜고 문제
가 계속되는지 확인합니다.

1.

시스템이 올바르게 다시 로드되면 각 PA를 한 번에 하나씩 라우터에 다시 배치하여 적절한 설
치를 확인합니다(버스 오류 예외 없음).

2.

시스템이 올바르게 다시 로드되지 않고 계속해서 재부팅하거나 버스 오류 예외 메시지를 표시
하는 경우 오류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I/O 컨트롤러 또는
NPE에 문제가 있거나 소프트웨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roubleshooting Bus Error Crash를 참조하십시오.

3.

지속적으로 재부팅

Cisco 7200 Series 라우터가 라우터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부팅하는 경우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음 트러블슈팅 단계를 완료합니다.

NPE 및 I/O 컨트롤러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를 분리합니다.라우터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
십시오.

1.

그래도 실패하면 유효한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이렇게 하려면 라우터의 콘솔 포트에 직
접 연결해야 합니다.부팅 후 처음 60초 내에 브레이크 키를 전송하여 ROMmon으로 이동합니
다.그런 다음 ROMmon 복구 절차의 절차에 따라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라우터가 여전히 부팅되지 않고 유효한 이미지가 있는 경우 NPE 및/또는 I/O 컨트롤러 카드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결함은 NPE 또는 NSE의 메모리로 제한될 수 있습니
다.이 경우 메모리를 교체합니다.

3.

라우터에 계속 장애가 발생하면 I/O 컨트롤러를 교체합니다.4.
라우터가 계속 실패하면 NPE 또는 NSE를 교체합니다.5.

NPE-G2와 NPE-G1의 차이점

NPE/차이점 NPE-G2 NPE-G1 시스템 성능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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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차이점 는 영향

버스트 크기

버스트 크
기는 프로
그래밍할
수 없으며
항상 시스
템 캐시
라인 크기
를 기반으
로 합니다
.

버스트 크
기는 MAC
레지스터
를 통해
프로그래
밍 가능

캐시 라인 경계를 교
차하는 패킷에 대해
처리량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예:
32B 캐시 라인 크기
의 경우 128/129B).

인터럽트 병
합

타이머 만
료에 따라
달라짐

타이머와
수신/전송
된 패킷
수가 모두
사용됩니
다.

일부 낮은 속도(pps)
시나리오에서는 약간
의 추가 레이턴시(사
용 순서)를 볼 수 있습
니다.

이그레스 포
트 채도

부모 재지
정 및 대
기 중

부모 재지
정 및 대
기 중

IOS 동작, 포트가 포
화 상태가 되면
CPU에 영향을 미침

캐시 라인
크기

RX
DMA는 캐
시 라인
크기(데이
터)를 수
신하면 데
이터를 시
스템 위치
로 이동하
기 시작합
니다.

버스트 크
기에 따라
제어

캐시 라인 경계를 넘
는 패킷 크기에 대한
낮은 처리량( n* 캐시
라인 크기 +1)

인터럽트 수
준 처리

외부
I/O로 인
한 CPU
코어 속도
(예: 시스
템 버스
속도)의
1/10

CPU 코어
속도(매우
빠른 속도
)

인터럽트 레벨을 크
게 변경하는 기능(예:
IPS/FW 등)은 x2 성
능을 보지 못합니다.

라우터 중단 문제 해결

7200 Series 라우터에 라우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중단은 라우터가 특정 지점으로 부팅한 다음
더 이상 명령이나 키 입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즉, 콘솔 화면이 특정 시점 이후에 정지됩니
다.

하드웨어 문제가 반드시 하드웨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프트웨어 문제가 됩니
다.라우터에 라우터가 중단된 경우 라우터 중단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대역폭 포인트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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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대역폭 및 대역폭 포인트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에 나열된 지침을 초과하는 포트 어댑터 컨피그레이션과 함께 Cisco 7200 Series 라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라우터가 사용 중인 동안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예: High
CPU(성능 저하)) Cisco는 이 섹션의 링크에서 설명하는 지침에 따라 그리고 설치한 하드웨어를 기
반으로 라우터에 설치된 포트 어댑터 유형을 제한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참고: Cisco 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서 Cisco 7200 Series 라우터에서 발생하는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트 어댑터 컨피그레이션이 위의 지침 내에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버스 용량 때문이 아니라 즉각적인 버스 대역폭 및 메모리 레이턴시 때문에 7200의 대
역폭 포인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즉, 이는 CPU 로드 문제가 아니라 버스 대역폭 문제입니다.패
킷 처리량에 관계없이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패킷에서 메모리 요청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모든 요
청이 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PCI 버스 경합이 오버런 및 PCI
버스 시간 초과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PA가 서비스되도록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SRAM 할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SRAM의 제한된 블록이 있으며, 이 블록
은 첫 번째 3개의 고속 인터페이스로 나누어져서 빠른 인터페이스 중 하나가 DRAM 메모리 풀을 사
용해야 합니다.이렇게 하면 이 인터페이스의 메모리 레이턴시가 증가하고 오버런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이는 NPE-150 및 NPE-200에만 해당됩니다.)

포트 어댑터는 섀시 및 NPE 또는 NSE의 다양한 리소스 유형을 사용합니다.대역폭은 포트 어댑터
리소스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대역폭에는 속도, 메모리, CPU 요구 사항 및 PCI 버스 대
역폭과 같은 변수가 포함됩니다.지난 몇 년간 네트워크 처리 엔진의 아키텍처가 변경되어 포트 어
댑터 대역폭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이 방법은 표 1-6의 대역폭 리소
스 요구 사항 열 및 대역폭 포인트 열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의 정보는 다음 섹션의 정보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NPE-G1 대역폭 계산 및 구성 지침●

NPE-400, NPE-300 및 NSE-1 대역폭 계산 및 구성 지침●

NPE-225, NPE-200, NPE-175, NPE-150 및 NPE-100 대역폭 계산 및 구성●

포트 어댑터 문제 해결

다음은 문제 해결 리소스 목록입니다.

포트 어댑터 하드웨어 구성 지침●

포트 어댑터 설치 요구 사항●

포트 어댑터 사양●

Cisco 7200 VXR 라우터의 포트 어댑터 호환성●

포트 어댑터 문제 해결●

직렬 인터페이스 문제 해결

다음은 직렬 인터페이스 문제 해결에 사용할 참조 목록입니다.

T1 문제 해결 순서도●

직렬 회선 문제 해결●

T1/56K 회선에 대한 루프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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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케이스를 열 경우 수집할 정보

교체해야 할 구성 요소를 확인한 경우 Cisco 파트너 또는
리셀러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하드웨어 구성 요
소의 교체를 요청하십시오.Cisco와 직접 지원 계약을 체결
한 경우 TAC Case Open 툴(등록된 고객만 해당)을 사용
하여 TAC 케이스를 열고 하드웨어 교체를 요청하십시오
.다음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콘솔 캡처●

각 단계에서 수행한 문제 해결 단계 및 부팅 순서를 보
여주는 콘솔 캡처

●

실패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 및 섀시의 일련 번호●

문제 해결 로그●

show technical-support 명령의 출력●

관련 정보

음성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호환성 매트릭스(Cisco 7200, 7400, 7500)●

비밀번호 복구 중 표준 브레이크 키 시퀀스 조합●

Crashinfo 파일에서 정보 검색●

Cisco 7500의 ROMmon 복구 절차●

라우터 중단 문제 해결●

"BAD CPU ID" 메시지의 원인●

Cisco 라우터의 높은 CPU 사용률 문제 해결●

메모리 문제 해결●

라우터 충돌 트러블슈팅●

Cisco 7200 패리티 오류 트리●

코어 덤프 생성●

Cisco 7200 Series 라우터 지원 페이지●

NPE-100, NPE-150 및 NPE-200 개요●

NPE-175 및 NPE-225 개요●

NPE-300 및 NPE-400 개요●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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