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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펌웨어는 Sun(UNIX) 워크스테이션 또는 Hewlett-Packard OpenView(HP OV) StrataCom 유틸리티
에서 TFTP를 사용하여 IPX, IGX 또는 BPX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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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UNIX 워크스테이션, IGX 또는 BPX

PC에서 TFTP 펌웨어를 BPX 또는 IGX로 TFTP하려면 PC에서 TFTP를 사용하여 WAN 스위치 소
프트웨어 및 펌웨어 다운로드를 참조하십시오.

펌웨어 다운로드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http://www.cisco.com/warp/customer/74/156.html
http://www.cisco.com/warp/customer/74/156.html


이 섹션에서는 IPX, IGX 또는 BPX에 펌웨어를 준비하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운로드 준비

펌웨어 다운로드를 준비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UNIX 워크스테이션에서 펌웨어가 압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펌웨어가 있는 디렉토리를 확
인합니다.unix-server% ls < - "ls"     .ABU.000 ABU.001 ABU.002 ABU.003 ABU.004 ABU.006
ABU.007 ABU.008 ABU.009 ABU.0111 ABU.0120 3 ABU.014 ABU.015 ABU.016 ABU.017 ABU.018 ABU.img

ABUread.me ab09.000 ab9.img ab09read.meunix-server% pwd < - "pwd"     

./usr/users/svplus/images/ipxbpx

1.

IPX, IGX 또는 BPX에서 cnffwswinit 명령을 사용하여 스위치에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데 사
용하는 UNIX 워크스테이션의 IP 주소를 구성합니다.TFTP 서버와 스위치 사이에 Ping 및
Telnet 연결이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참고: TFTP 방법을 사용할 때 confdlparm 8 및 confunc
6 명령을 활성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2.

TFTP 사용 Unix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여 펌웨어 다운로드

TFTP 지원 UNIX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여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UNIX 워크스테이션에서 다음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dnld.fw라는 펌웨어 요청 파일을 생성합
니다.Tftp_Request - IGX 또는 BPX에서 tftp 요청을 워크스테이션으로 다시 생성하는 데 사용
됩니다.IP - UNIX 워크스테이션의 IP 주소PathName - 이미지가 포함된 경로입니다
.CardName - 업그레이드할 카드 유형입니다.RevNum - 로드되는 펌웨어의 버전입니다
.FileName—선택 사항;정확한 파일을 지정하려면 이 필드를 사용합니다.참고: 파일 이름에 대
소문자 구분이 혼합되어 있거나 이상하게 이름이 지정된 경우 이 옵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먼저 모든 소문자에서 "RevNum.img"와 같은 이름을 가진 파일을 찾은 다음 모든 대
문자를 자체적으로 시도하지만 다른 것은 시도하지 않습니다.".img" 파일의 이름이 RevNum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 지정된 경우 이 필드를 사용해야 합니다.참고: ".img"를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위치에서 직접 수행합니다.다음은 dnld.fw 파일의 예입니다.이 예에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UNIX 워크스테이션의 IP 주소 = 10.10.10.10IGX의 IP 주소 =
10.10.10.20코드가 UNIX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디렉토리 경로 =
/usr/users/svplus/images/ipxbpx업그레이드할 카드 이름 = UXM업그레이드 중인 펌웨어 개정
판 = ABU 대문자여야 합니다.펌웨어 파일 이름 = ABU —내 ".img" 파일의 이름이 ABU.img이
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이 선택적 필드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완전성을 위해 여기에 추가
됩니다.굵게 유형은 여기에 표시된 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나머지는 특정 설정에 따
라 다르며, 여기에 표시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unix-server% more dnld.fw

! --- The more command displays the file contents.

Tftp_Request

IP:10.10.10.10

PathName:/usr/users/svplus/images/ipxbpx

CardName:UXM

RevNum:abu

FileName:ABU

참고:  Microsoft Word를 사용하여 PC에서 이 파일을 만드는 경우, TFTP에 오류가 발생하는
홀수 문자가 포함됩니다.가능한 경우 UNIX 워크스테이션에서 만듭니다.

1.

TFTP를 사용하여 dnld.fw 파일을 대상 스위치로 전송합니다. 아래 예에서는 먼저 tftp ip-
address 명령을 사용하여 IGX 또는 BPX의 IP 주소에 대한 TFTP 세션을 시작합니다.둘째,
TFTP 세션을 바이너리 모드(bin 명령 사용)로 전환하고, 마지막으로, put dnld.fw 명령을 사용

2.



하여 dnld.fw 파일을 스위치에 전송합니다.예:
unix-server% tftp 10.10.10.20

tftp> bin

tftp> put dnld.fw

tftp> quit

dsplog 명령을 사용하여 UNIX 서버에서 펌웨어가 발견되었고 다운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아래 예에서는 ABU를 찾았습니다.dspfwrev 및 dspdnld 명령을 사용하여 다운로드가 발
견된 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상태를 확인합니다.각 번호 집합은 스위치에 다운로드 중인
펌웨어 파일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이 화면의 출력을 보면 파일이 전송될 때까지 각 숫자 집합
이 증가합니다.각 개별 파일 전송이 완료되면 번호가 "역방향 비디오"에 표시됩니다.또한
snoop host tftp_host_name port 69 명령을 사용하여 UNIX 워크스테이션에서 다운로드를 모
니터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루트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dspfwrev 명령을 사용하여 표시되는 상태가  스위치가 펌웨어를 카드에 구울 준비가 됩니다
.burnfwrev rev-number slot-number 명령을 사용하여 펌웨어를 카드에 구우십시오.자세한 내
용은 Upgrading Firmware for Non-Control Cards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3.

HP OpenView StrataCom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펌웨어 다운로드

기본 HP OV 창에서 HP OV StrataCom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단계
를 완료하십시오.

OV StrataCom 토폴로지 하위 맵을 선택합니다.1.
하위 맵에서 노드를 선택합니다.2.
드롭다운 목록 상자에서 StrataCom/Image Download(StrataCom/Image 다운로드)를 선택합
니다.

3.

팝업 창에서 다운로드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4.
Download(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HP OV는 이제 TFTP 요청 파일을 생성하여 노드로 전송합
니다.노드는 요청 파일에 지정된 위치에서 이미지를 요청합니다.이 방법을 사용하면 위 4단계
에서 참조한 팝업 창에 사용 중인 스위치 유형에 적합한 이미지만 표시됩니다.단점은 한 번의
다운로드로 여러 개의 스위치를 선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수의 다운로드에 여러 번 반
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 유형의 카드에 대한 다운로드가 지원되지 않으면 팝업 창 다운로
드에 상태가 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5.

TFTP 오류 코드

TFTP 다운로드 프로세스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TFTP   필드 오류(type)가 TFTP 요청 파일에 있거나 전송 모드가 ASCII로 설정되어 있습니
다.전송 모드를 BIN으로 변경합니다.

●

  72:     스위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진행 중입니다.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75:       . dnld.fw 파일의 CardName 필드에 지정된 카드가 잘못되었습니다.이 필드는 대
/소문자를 구분하며 대문자여야 합니다.모든 소문자는 이 오류 코드도 제공합니다.

●

  78: FW   ●

  79:     스위치의 RAM에 구성 이미지가 있습니다.savecnf clear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
션 이미지를 지웁니다.

●

  80:SV+ FW/SW     cnffwswinit 명령으로 입력한 IP 주소가 사용 중인 UNIX 워크스테이션의 IP●

http://www.cisco.com/warp/customer/74/122.html


   

주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cnffwswinit 명령에 입력한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지정한 IP 주소에 연결할 수 없거나 다른 펌웨어 다운로드가 진행 중입니다.●

  dnld.fw 파일은 별도의 줄에 DOS 또는 Windows 형식이거나 필드 이름이 올바르게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

  . dnld.fw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Microsoft Word나 RTF(Rich Text Format)에 있을 수 있습니
다.

●

    서버 루트 및 PathName 구성을 확인합니다.이미지 파일(.img)은 소문자 확장명을 가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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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