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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OS 메뉴를 사용하는 RP-E USB 부팅 절차

이 절차는 릴리스 6.3.1(RP-E 지원이 도입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어떤 섀시 유형과도 관련되지 않지만, RP-E 특정 섀시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5504, 5508,
5516(RP-E 포함)와 같은 모듈형 섀시입니다.

또한 고정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단계:이 절차를 사용하여 이미지로 USB 준비

2단계:파일의 MD5도 확인하여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3단계:USB가 삽입된 단일 RP 시스템에서 전원 주기를 수행합니다.

4단계: Esc 키를 눌러 BIOS 메뉴로 들어갑니다.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m77427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vk33106
/content/en/us/td/docs/iosxr/ncs5500/system-setup/60x/b-ncs5500-system-setup-guide-60x/b-system-setup-ncs5k_chapter_0111.html#task_4303B0AE6F10475EBCCB3AD1EA3F5A86


5단계:"Boot Manager" 옵션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6단계:UEFI 선택:아래 메뉴의 내장 셸 옵션



7단계:아무 키나 눌러 Shell> 프롬프트로 이동하거나 기본적으로 콘솔이 Shell 프롬프트로 드롭됩
니다.

** 삭제/백스페이스는 여기서 작동하지 않습니다.입력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현재 프로시저에 영향
을 주지 않으므로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8단계:"fs1:"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아래 파일 시스템은 fs0과 fs1 사이에 다를 수 있는 USB가 삽입되는 슬롯에 주의하십시오. **

이 예에서는 USB가 slot1에 삽입됩니다.

9단계:"ls"를 입력하여 "boot" 및 "EFI"의 내용을 나열합니다(전체 스냅샷은 아래에 제공됨).

10단계:CD EFI

11단계:ls

12단계:cd 부트



13단계:콘텐츠를 나열할 때 grub.cfg 및 bootx64.efi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14단계:"bootx64.efi"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탭이 자동으로 완료됨)



15단계:위 로그를 기반으로 RP-E가 USB에서 부팅됩니다.

16단계:RP가 나타나면 사용자 이름/비밀번호를 구성하고 나머지 단계를 수행합니다.

2. 대기 RP-E Bringup

1단계:대기 RP-E를 시스템에 삽입합니다(이 예에서는 RP1이 삽입됨).

2단계:이 단계는 대기 RP-E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참고:주문을 통해 선택된 이미지가 없는 경우 예비품 RP는 기본적으로 최신 이미지와 함께 출하됩
니다.

활성 RP-E와 동기화하려면 인벤토리에서 대기 상태가 감지되면 RP0 sysadmin에서 아래
명령을 실행합니다.

RP0 sysadmin에서 아래 명령을 실행하여 대기 RP를 실행합니다.

sysadmin-vm:0_RP0# hw-module location 0/RP1 bootmedia network reload



내부 PXE가 트리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RP1의 콘솔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대기 RP가 표시됩니다.

참고:스탠바이 RP-E에서 이미지가 손상/삭제된 경우 활성 RP와 동기화되거나 위의 "BIOS 메뉴를
사용하여 RP-E USB 부트 절차"에 따라 USB 부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LC Bringup(필요한 경우)

1단계:라인 카드를 표시하려면 RP0 sysadmin에서 아래 명령을 실행합니다.(예: 0/0)

sysadmin-vm:0_RP0# hw-module location 0/0 bootmedia network re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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