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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다음 예와 같이 1M3(1000003) 중단 오류 메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define ADDRESS_ERROR       1000003  /* Address 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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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십시오.

1M3 중단(1000003) 오류 메시지

이 중단은 MC680x0 프로세서가 메모리 장치와 같은 외부 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지 않아 데이터 전
송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기록됩니다.이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주소(포인터가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음)를 지정하거나 하드웨어 장치가 전송 승인 신호를 제공하
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오류 스택의 SSP(서비스 스위칭 지점) 부분은 NPC(네트워크 프로세서 카드) 또는
BCC(광대역 컨트롤러 카드)와 같은 MC68040 프로세서에 대한 다음 형식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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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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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bort   1000003     00000000   3001565C   TRNS   9.3.45  08/04/03 03:14:53

       SSP 30330660 10 00 30 15 10 9A 70 08  30 32 FD C0 01 01 00 01  ..0...p.02......

       SSP 30330670 00 01 00 01 A4 22 C3 88  30 32 FD BC 00 00 00 0A  ....."..02......

            (Address error exception stack frame; p9-4 in MC68040 User's Manual)

            1000      = status register

            3015 109A = program counter

            7         = stack frame type (access error)

            0 08      = vector offset (8 = bus error)

            3032 FDC0 = effective address

            0101      = special status word

            0001      = writeback 3 status

            0001      = writeback 2 status

            0001      = writeback 1 status

            A422 C388 = fault address

            3032 FDBC = writeback 3 address

            0000 000A = writeback 3 data

이 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중단(프로그램 카운터) 위치 및 액세스할 수 없는 주소(결함 주소
)입니다.

Nmemmap.h 파일을 확인하여 결함 주소가 유효한 하드웨어 레지스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예에서 주소 0xA422C388은 유효한 하드웨어 레지스터가 아니므로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주소에 액
세스하려고 시도합니다.하드웨어 장애의 한 가지 예는 병렬 포트 레지스터 중 하나가 응답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PAR_PTS의 기본 주소는 0xA000000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가 액세스하려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어셈
블리 명령은 주소 레지스터가 지정하는 메모리 위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프로세서가 명령 실행 전
에 명령을 읽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명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아키텍처가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명령 시퀀스는 주소 1에서 읽으려고 할 때 1M3 중단 오류를 생성합니다.

        cmp.w   #1234,Abort_Now

        BNE     CK_PSOS

        move.l  #1,A0

        move.l  (A0),D0             ;generate a bus error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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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WAN 스위칭 소프트웨어(등록된 고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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