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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IGX 또는 BPX 스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오류(swerr) 506에 대해 설명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IGX 및 BPX 스위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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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오류 506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하는 루틴에서 스위치 506이 기록됩니다.일반적으로 메모리를 해제하는 프로
세스가 메모리를 소유하는 프로세스가 아님을 나타냅니다.오류가 기록되면 메모리가 해제됩니다.

메모리 소유자의 프로세스 ID는 데이터 필드에 있습니다.이는 최대 프로세스 수보다 작은 값이어야
합니다(dspprf 명령과 함께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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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Error   506         00000006   3003BF4A   PROT   8.1.1j  06/24/96 05:48:411

US 30374AE0  30 03 BF 4A 00 00 01 FA  00 00 00 06 30 1A 58 5E

                                      Process ID  Alloc Address

이 예는 PROT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6(아마도 SNMP)이 소유한 메모리를 해제하려고 함을 나타냅
니다. 세부 스택 덤프의 첫 번째 줄은 메모리를 할당한 루틴의 주소(301A585E)와 프로세스 ID(6)를
보여줍니다.

유효한 프로세스 ID이며 코드 공간에 유효한 메모리 주소입니다.이는 스위치 소프트웨어가 메모리
소유권을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오류가 기록되었음을 나타냅니다.문제를 격리하기 위해 할
당 주소에서 Free_mem 주소로 할당된 메모리를 처리한 방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이 문제가 현장
에서 관찰된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필드의 프로세스 ID가 유효한 프로세스 ID가 아닐 경우 메모리 덮어쓰기 때문에 할당된 메
모리 블록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메모리 덮어쓰기 때문에 메모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메모리 손상은 1M3 중단을 포함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활성 제어 카드 소프트웨어 로그

No.  Type    Number    Data(Hex)  PC(Hex)    PROC   SwRev   Date     Time

 1.  Error   506       0000FDE2   3003C04C   NETW   8.1.18  10/28/96 23:05:27

 2.  Abort   1000003   00000000   300156A0   NETW   8.1.18  10/28/96 23:05:27

세부 중단 스택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Error   506       0000FDE2   3003C04C   NETW   8.1.18  10/28/96 23:05:27

USP 30356568 30 03 C0 4C 00 00 01 FA  00 00 FD E2 00 00 2F 02

이 예에서는 프로세스 ID(00 00 01 FA)와 할당 주소(00 00 2F 02)가 모두 손상되었음을 보여 줍니
다.손상이 헤더를 지나 메모리 블록의 데이터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 메모리
위치에 할당된 다음 메모리 블록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서 로깅한 오류에서 손상된 메모리 블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실제로 초과된 블록이
해제될 때 로깅되는 스위치 514가 필요합니다.전체 DEADFACE 플래그가 손상된 스위치 514s에
대해 네트워크를 확인해야 합니다.(소프트웨어 오류 514 참조)

관련 정보

WAN 스위칭 제품의 새로운 이름 및 색상 가이드●

다운로드 - WAN 스위칭 소프트웨어(등록된 고객만 해당)●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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