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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펌웨어 이미지는 컨피그레이션 이미지와 동일한 컨트롤 카드 메모리 위치에 있습니다.컨트롤 카드
에는 NPM(Network Processor Module) 및 BPX Controller Card(BCC)가 포함됩니다. 제어 카드는
펌웨어 및 컨피그레이션 이미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getfwrev card-type firmware-revision
nodename 명령이 다른 펌웨어 이미지 또는 저장된 구성 이미지에서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오류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기존  이미지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이미지 있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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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가 펌웨어 이미지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dspfwrev 명령을 사용하여 메모리 위치를 사용하여 펌웨어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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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의 상태 필드는 다른 펌웨어 또는 구성 이미지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메모리에서 구성 이미지 지우기

제어 카드 메모리에서 컨피그레이션을 지우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1.
savecnf clear 명령을 사용합니다.2.

메모리에서 펌웨어 이미지 지우기

제어 카드 메모리에서 펌웨어 이미지를 지우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1.
getfwrev card-type 0.0 nodename 명령을 사용합니다.참고: 노드 이름 대신 별표(*) 와일드카
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와일드카드는 네트워크의 모든 스위치(IPX, IGX 및 BPX)에 적용할
명령을 수정하여 매우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2.

펌웨어 다운로드 오류

dspswlog 명령을 사용할 때 펌웨어 다운로드에 실패하고 소프트웨어 오류 2113이 기록될 수 있습
니다.이는 펌웨어 이미지의 일부인 파일 중 하나가 손상된 경우에 발생합니다.손상된 이미지는 이
미지를 노드에 다운로드하기 전에 StrataView(Cisco WAN Manager) 시스템 또는 파일 서버에 다운
로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미지에 손상된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이미지의 파일 확장명을 확인합니다.

파일이 저장된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적절한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예를 들어,
/usr/users/svplus/images/ipxbpx 디렉토리의 StrataView(Cisco WAN Manager)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UNIX 환경에서는 ls -l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의 자세한 목록을 가져옵니다.모든 펌웨어 이미지
의 마지막 파일에는 .img 확장자가 있어야 합니다.

2.

펌웨어 이미지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하려면 StrataView Plus 또는 Cisco WAN Manager 워크
스테이션의 xterm 창에서 validate_image /filepath/filename.img 명령을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validate_image /usr/users/svplus/images/ipxbpx/abe.img 명령을 사용하여 UXM A.B.E에 대한
펌웨어 이미지를 검증합니다. CRC(cyclical redundancy check) 확인은 이미지의 각 파일에 대
해 화면에 표시됩니다.

3.

이미지가 손상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StrataView(Cisco WAN Manager) 또는 서버에 다시
로드한 다음 노드에 다시 다운로드하십시오.

4.

관련 정보

다운로드 - WAN 스위칭 소프트웨어●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http://tools.cisco.com/support/downloads/go/Redirect.x?mdfid=274259371&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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