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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패리티 오류는 메모리의 비트 플립입니다. 전자 및 컴퓨팅에서 내부 또는 외부 소스의 전기 또는 자
기적 간섭은 한 비트 또는 메모리가 자발적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원래
데이터 비트가 잘못되고 패리티 오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류는 소프트 및 하드 두 가지 유형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소프트 패리티 오류, 이러한 이벤트는 일시적이며 무작위입니다. 그것들은 보통 특정한 기억의 한
군데서 한 번만 보일 것이다. 

하드 패리티 오류는 메모리 하드웨어의 물리적 오작동 또는 메모리 셀을 읽고 쓰는 데 사용되는 회
로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표시되며 교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패리티 오류는 정전기 또는 자기 관련 환경 조건에 의해 발생합니다. 메모리 칩에서 발생
하는 단일 이벤트 오류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배경 방사선(예: 우주선의 중성자, 원자력 시설
), 전자기 간섭(EMI) 및 정전기 방전. 이러한 이벤트는 하나 이상의 메모리 셀의 전기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메모리 셀을 읽고 쓰는 데 사용되는 회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



패리티 오류는 ASR9k 라인 카드에서 사용되는 고밀도 메모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삶의 일부입니
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드문 조건에서
일부 ASR9k(xmen/tinfurn) 라인 카드에는 레이어 1 캐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류는 데
이터 캐시 또는 명령 캐시(DCPERR 또는 ICPERR)에서 커널 패닉으로 표시됩니다. 또 다른 관찰된
오류는 라인 카드의 NP(네트워크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메모리 뱅크에서 발생합니다.  이
러한 오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오류 로그부터 시작됩니다.

%PLATFORM-NP-0-NON_RECOVERABLE_SOFT_ERROR

%PLATFORM-NP-3-ECC

%PLATFORM-PFM-0-CARD_RESET_REQ

여기서 문제는 DCPERR/ICPERR이 전체 라인 카드를 다시 로드한 결과입니다. 다양한 NP 메모리
뱅크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라인 카드에는 여러 NP가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1개의 NP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 라인 카드의 모든 NP에 영향을 주는
이유  

솔루션

태풍 LC CPU 캐시에서 확인된 DCPERR 및 ICPERR 오류의 경우 라인 카드를 패닉 상태로 다시 로
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업은 CSCux30405에서 수행됩니다. 현재 버전 5.3.3 이상에서 통합됩
니다.  

NP의 기억에는 이것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무시할 수 있거나 덜 영향을 주는 복
구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기억들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기능
이 5.3.3 이상에 통합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인기 릴리스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우산 SMU가 있습니
다.  

참고: 이로 인해 CSCvc69282 참고 사항도 인터럽트가 계속 발생하여 커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NP 소프트 오류 처리 개선

2015년 후반과 2016년 초에 태풍이나 토마호크의 NP 소프트 오차 처리에 대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    많은 다른 기억의 처리는 라인 카드를 다시 로드해야 하는 방법에서 메모리 오류를 복
구하거나 NP 빠른 재설정을 수행하는 등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지울 수 없는 오류("스티커")에 대한 처리도 개선되어 오류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NP 명령 메모리 또는 내부 TCAM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몇 개의 버그가 수정
되었습니다.   이전에 복구 불가능한 오류의 약 80-90%는 이제 복구 가능하며 라인 카드를 다시 로
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개선 사항 및 수정 사항은 5.3.3 릴리스 이상에서 통합됩니다.   모든 주요 유지관리 릴
리스의 경우 umbrella SMU에서도 수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4 - CSCux16975
512 - CSCux44633
513 - CSCux16975
531 - CSCux34531
532 - CSCux78563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x3040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c69282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x1697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x44633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x1697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x34531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x7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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