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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Supervisor I 및 II 모듈에서 CatOS를 실행하는 Catalyst 4500/4000 Series 스위치,
4232-L3 모듈의 Cisco IOS® 및 Supervisor III, IV 및 V 모듈의 Cisco IOS에서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단계별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업그레
이드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네트워크에 구현합니다.●

스위치에서 실행하는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지원하지 않는 새 라인 카드를 설치합니다.●

향후 소프트웨어 릴리스에서 버그가 해결된 경우 스위치에 영향을 주는 알려진 버그를 수정합
니다.

●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메모리 및 부트 ROM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유효한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PC에 TFTP 서버를 설치합니다.●

현재 스위치 구성 및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백업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배경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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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배경 정보

이 섹션에서는 요구 사항 섹션의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모리 및 부트 ROM 요구 사항 확인

새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필요한 최소 DRAM, 플래시 메모리 및 부트 ROM 버전을 확인합니다.스위
치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릴리스 정보를 사용하여 새 소프트웨어 이미지의
요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Catalyst 4500/4000 Series 스위치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show version 명령은 부트 ROM 버전, 설치된 DRAM 및 스위치의 bootflash 크기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CatOS를 실행하는 Catalyst 4500/4000에서 show version 명령의 출력입니다.

4006> (enable) show version

WS-C4006 Software, Version NmpSW: 7.2(2)

Copyright (c) 1995-2002 by Cisco Systems, Inc.

NMP S/W compiled on Apr 25 2002, 15:07:51

GSP S/W compiled on Apr 25 2002, 14:51:18

System Bootstrap Version: 5.4(1)

!--- This is the boot ROM version that runs on your switch. Hardware Version: 1.2 Model: WS-

C4006 Serial #: FOX04243254 Mod Port Model Serial # Versions --- ---- ------------------ -------

------------- --------------------------------- 1 2 WS-X4013 JAB043300MG Hw : 1.2 Gsp: 7.2(2.0)

Nmp: 7.2(2) 2 48 WS-X4148-RJ45V JAE0621004J Hw : 1.6 3 34 WS-X4232-L3 JAB054306MQ Hw : 1.7 DRAM

FLASH                   NVRAM

Module Total   Used    Free    Total   Used    Free    Total Used  Free

------ ------- ------- ------- ------- ------- ------- ----- ----- -----

1       65536K  39209K  26327K  16384K   5507K  10877K  480K  327K  153K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lan/cat4000/relnotes/index.htm


!--- The amount of DRAM and Flash size on the switch. Uptime is 0 day, 4 hours, 18 minutes 4006>

(enable

다음은 통합 Cisco IOS를 실행하는 Catalyst 4500/4000에서 show version 명령 출력입니다.

c-4000#show version

Cisco Internetwork Operating System Software

IOS (tm) Catalyst 4000 L3 Switch Software (cat4000-IS-M), Version 12.1(12c)EW1, EARLY DEPLOYMENT

RELEASE SOFTWARE (fc1)

TAC Support: http://www.cisco.com/tac

Copyright (c) 1986-2002 by cisco Systems, Inc.

Compiled Thu 24-Oct-02 23:05 by eaarmas

Image text-base: 0x00000000, data-base: 0x00CA7368

!--- This is the boot ROM version that runs on your switch. ROM: 12.1(11br)EW

Dagobah Revision 50, Swamp Revision 16

c-4000 uptime is 1 week, 2 days, 1 hour, 38 minutes

System returned to ROM by reload

System image file is "bootflash:cat4000-is-mz.121-12c.EW1.bin"

 !--- The DRAM on the Supervisor module. cisco WS-C4006 (MPC8245) processor (revision 7) with

262144K bytes of memory.

Processor board ID FOX04183666

Last reset from Reload

80 FastEthernet/IEEE 802.3 interface(s)

52 Gigabit Ethernet/IEEE 802.3 interface(s)

467K bytes of non-volatile configuration memory.

Configuration register is 0x2102

c-4000#

소프트웨어 이미지 다운로드

실제 이미지 업그레이드 전에 TFTP 서버 역할을 하는 PC에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Catalyst 4000 Software Download Center 에서 CatOS 또는 통합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등록된 고객만 해당).

PC에 TFTP 서버 설치

이 문서의 샘플 출력의 경우 Cisco TFTP 서버는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이 설치된
PC에 설치됩니다.모든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TFTP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Windows
OS가 있는 PC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1단계: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스위치에 복사하는 데 사용하는 PC의 인터넷에서 모든 공유 소프트웨

//www.cisco.com/cgi-bin/tablebuild.pl/cat4000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어 TFTP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소프트웨어 이미지를 TFTP 서버 루트 디렉토리
에 다운로드합니다.이미지를 TFTP 서버의 기본 루트 디렉토리에 다운로드하거나 루트 디렉토리 경
로를 소프트웨어 이미지가 상주하는 디렉토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Cisco TFTP 서버의 경우 View
Menu > Options를 선택하여 루트 디렉토리를 변경합니다.

참고: 이 문서는 Cisco TFTP 서버를 소프트웨어 센터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작성되었습니
다.Cisco는 더 이상 Cisco TFTP 서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Cisco TFTP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로그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과도한 로그 생성을 방지합니다. 그러면 TFTP 프로세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
다.View Menu(보기 메뉴) > Options(옵션)를 선택하여 Cisco TFTP 서버에서 로그를 비활성화합니
다.또는 [로깅 사용]을 선택 취소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기본적으로 로깅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단계:스위치 콘솔 포트와 PC 사이에 콘솔 케이블을 연결하여 스위치 CLI(Command Line
Interface)에 액세스합니다. 하이퍼터미널을 통해 CLI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talyst 스위치의 콘솔 포트에 터미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원격 텔넷 액세스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프트웨어 업그레
이드 중에 스위치가 다시 로드되면 텔넷 연결이 끊깁니다.새 이미지가 로드되면 텔넷을 다시 설정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장애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로컬 콘솔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Cisco는 콘솔 액세스를 통해 스위치를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장합니다.

백업 구성 및 소프트웨어 이미지

스위치 컨피그레이션과 현재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TFTP 서버를 실행하는 PC에 백업합니다.다음
이유로 인해 업그레이드 절차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부족●

스위치의 부트플래시 공간이 부족하여 새 이미지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스위치에 있는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일반 모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어떤 이유로든
스위치 컨피그레이션이 손실된 경우 TFTP 서버에서 컨피그레이션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또한 알려
진 문제를 참조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소프트웨어 다운그레이드 섹션으로 인해 CatOS
스위치 구성이 손실되었습니다.CatOS를 실행하는 Catalyst 4000 스위치에서 컨피그레이션 파일
및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naging Software Images and
Working with Configuration Files on Catalyst Switches를 참조하십시오.

통합 Cisco IOS를 실행하는 Catalyst 4500/4000 스위치에서 copy startup-config tftp를 실행할 수 있
습니다.또는 startup-config bootflash 복사:명령을 사용하여 TFTP 서버 또는 bootflash에 컨피그레
이션을 복사합니다.컨피그레이션을 수정한 경우 write memory 명령을 실행하여 현재 컨피그레이션
을 시작 컨피그레이션에 복사하고 백업을 수행해야 합니다.copy bootflash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tftp:또는 slot0을 복사합니다.tftp:명령을 사용하여 bootflash 또는 slot0에서 TFTP 서버로 현재 소프
트웨어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Supervisor I 및 II 모듈의 CatOS

CatOS를 실행하는 Catalyst 4003(Supervisor I) 및 4006(Supervisor II) 스위치는 PCMCIA 플래시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0/products_tech_note09186a008010ff7a.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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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TFTP 서버에서 스위치 부트플래시로 새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복사하는
옵션만 있습니다.

1단계:메모리 또는 bootROM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PC의 TFTP 서버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
인하고 스위치 콘솔 포트에서 스위치 콘솔에 액세스합니다.이 설정을 아직 준비하지 않은 경우 이
문서의 요구 사항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관리 IP 주소(sc0)를 구성합니다. 스위치와 TFTP 서버가 설치된 PC 간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이 샘플 시나리오에서는 스위치 관리를 위한 10.10.10.1 IP 주소와 TFTP 서버의 10.10.10.2 IP 주
소를 사용합니다.

!--- The management (sc0) IP address is configured on the switch. Cat4006> (enable) set

interface sc0 1 10.10.10.1 255.255.255.0

Interface sc0 vlan set, IP address and netmask set.

!--- Verify the management (sc0) IP address. Cat4006> (enable) show interface

sl0: flags=50<DOWN,POINTOPOINT,RUNNING>

        slip 0.0.0.0 dest 0.0.0.0

 !--- Set the sc0 in VLAN1 and the switch port that connects to the PC is in VLAN1. sc0:

flags=63

me1: flags=63<UP,BROADCAST,RUNNING>

        inet 1.1.1.1 netmask 255.255.255.0 broadcast 1.1.1.255

 !--- Verify the IP connectivity between the switch and PC with the TFTP server. Cat4006>

(enable) ping 10.10.10.2

!!!!!

----10.10.10.2 PING Statistics----

5 packets transmitted, 5 packets received, 0% packet loss

round-trip (ms)  min/avg/max = 1/3/7

Cat4006> (enable

3단계:bootflash에서 TFTP 서버의 새 이미지를 bootflash로 복사할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
다.이미지를 다운로드할 PC에서 새 이미지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t4006> (enable) dir bootflash:

-#- -length- -----date/time------ name

  1    36688 Mar 20 2003 17:07:39 switch.cfg

  2  4127708 Jul 12 2003 10:59:39 cat4000.6-3-8.bin

11563988 bytes available (4164652 bytes used)

Cat4006> (enable)

 !--- You have now verified that the new image size is around 4.5 MB. !--- The space available

on bootflash is around 11.5 MB, which is sufficient.

사용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여 새 이미지를 복사할 수 없는 경우 delete 명령으로 현재 이미지를 삭
제합니다."삭제됨"으로 태그가 지정된 파일을 영구 지우려면 squeze 명령을 실행하여 새 이미지에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witch>(enable) delete bootflash: [cat4000.6-3-8.bin]?

Delete bootflash:cat4000.6-3-8.bin?[confirm]

Switch>(enable)squeeze bootflash:

All deleted files will be removed, proceed (y/n) [n]? y

Squeeze operation may take a while, proceed (y/n) [n]? y

Erasing squeeze log



Squeeze of bootflash complete.

4단계:새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TFTP 서버의 bootflash에 복사하고 이미지가 올바르게 복사되었는
지 확인합니다.새 이미지의 파일 크기가 Cisco.com의 Software Center(등록된 고객만)에서 언급한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만약 여러분이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이전 과정에서 이미지
가 손상되었을 것입니다.다시 로드 후 스위치가 ROMmon 모드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미지를 다시
다운로드합니다.

Cat4006> (enable) copy tftp bootflash:

IP address or name of remote host []? 10.10.10.2

Name of file to copy from []? cat4000-k8.7-4-1.bin

11563860 bytes available on device bootflash, proceed (y/n) [n]? y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CCCCCCCCCCCCC

File has been copied successfully.

Cat4006> (enable)

Cat4006> (enable) dir bootflash:

-#- -length- -----date/time------ name

  1    36688 Mar 20 2003 17:07:39 switch.cfg

  2  4127708 Jul 12 2003 10:59:39 cat4000.6-3-8.bin

  3  4470132 Jul 31 2003 17:58:48 cat4000-k8.7-4-1.bin

7093728 bytes available (8634912 bytes used)

Cat4006> (enable)

verify 명령을 사용하여 플래시 디바이스에서 파일의 체크섬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Cat4006>(enable) verify bootflash:cat4000-k8.7-4-1.bin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Starting verification on file bootflash:cat4000-k8.7-4-1.bin

.............................................................

.............................................................

.............................................................

.............................................................

.............................................................

...................................................

File bootflash:cat4000-k8.7-4-1.bin verified and is Ok.

Cat4006>(enable)

5단계:부트 플래시에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스위치가 이전 이미지로 부팅되지 않도
록 이전 부트 변수를 지웁니다.재설정 후 스위치가 새 소프트웨어 이미지로 부팅되도록 새 부트 변
수를 구성합니다.

Cat4006> (enable) show boot

!--- Previously, the switch used this image to boot. BOOT variable = bootflash:cat4000.6-3-

8.bin,1;

CONFIG_FILE variable =

Configuration register is 0x2102

ignore-config: disabled

auto-config: non-recurring

console baud: 9600

boot: image specified by the boot system commands

!--- Old boot variable is clear. Also, you can issue the !--- clear boot system all command to

clear all the boot variables.

Cat4006> (enable)clear boot system flash bootflash:cat4000.6-3-8.bin

BOOT variable =

!--- New boot variable is configured. Cat4006> (enable) set boot system flash bootflash:cat4000-

//www.cisco.com/cgi-bin/tablebuild.pl/cat4000
//www.cisco.com/cgi-bin/tablebuild.pl/cat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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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7-4-1.bin

BOOT variable = bootflash:cat4000-k8.7-4-1.bin,1;

!--- If you do not want to clear the old boot variable, use the !--- keyword prepend with the

set boot system flash command !--- so that the new boot variable is set at first priority. For

example, issue !--- the set boot system flash bootflash:cat4000-k8.7-4-1.bin prepend !---

command for this example.

Cat4006> (enable) show boot

BOOT variable = bootflash:cat4000-k8.7-4-1.bin,1;

CONFIG_FILE variable =

!--- Make sure that the config-register is set to 0x2102 so that the switch !--- uses the valid

software image to boot. You can change the !--- config-register with the set boot config-

register 0x2102 !--- command. If the boot variable is not specified correctly, your switch can

!--- go into ROMmon mode after the reload.

Configuration register is 0x2102

ignore-config: disabled

auto-config: non-recurring

console baud: 9600

boot: image specified by the boot system commands

Cat4006> (enable)

6단계:스위치를 다시 로드하는 동안 새 소프트웨어 이미지가 부팅되도록 스위치를 재설정합니다.

Cat4006> (enable) reset

This command will reset the system.

Do you want to continue (y/n) [n]? y

2003 Jul 31 18:05:10 %SYS-5-SYS_RESET:System reset from Console//

Cat4006> (enable) 0:00.586648: No gateway has been specified

0:00.588434: ig0: 00:02:b9:80:85:fe is 200.200.201.1

0:00.589044: netmask: 255.255.255.0

0:00.589385: broadcast: 200.200.201.255

0:00.589754: gateway: 0.0.0.0

WS-X4013 bootrom version 6.1(4), built on 2001.07.30 14:43:26

H/W Revisions:    Crumb: 5    Rancor: 8    Board: 2

Supervisor MAC addresses: 00:02:b9:80:82:00

through 00:02:b9:80:85:ff (1024 addresses)

Installed memory: 64 MB

Testing LEDs.... done!

The system will autoboot in 5 seconds.

Type control-C to prevent autobooting.

rommon 1 >

The system will now begin autobooting.

 !--- The switch now boots with the new image. Autobooting image: "bootflash:cat4000-k8.7-4-

1.bin"

...................................................................

........................................................

.............################################

Starting Off-line Diagnostics

Mapping in TempFs

Board type is WS-X4013

DiagBootMode value is "post"

Loading diagnostics...

Enter password: 2003 Jul 31 18:06:19 %SYS-5-MOD_OK:Module 1 is online

Cat4006>

7단계:새 소프트웨어 버전이 스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Cat4006> (enable) show version

WS-C4006 Software, Version NmpSW: 7.4(1)

!--- The switch is running CatOS version 7.4(1). Copyright (c) 1995-2002 by Cisco Systems, Inc.

NMP S/W compiled on Sep 20 2002, 11:46:26 GSP S/W compiled on Sep 20 2002, 11:24:50 System



Bootstrap Version: 6.1(4) Hardware Version: 1.2 Model: WS-C4006 Serial #: FOX04183883 Mod Port

Model Serial # Versions --- ---- ------------------ -------------------- -----------------------

---------- 1 2 WS-X4013 JAB04300631 Hw : 1.2 Gsp: 7.4(1.0) Nmp: 7.4(1) 4 34 WS-X4232-GB-RJ

JAB041404EL Hw : 2.3 5 48 WS-X4148-RJ21 JAB03450310 Hw : 0.2 DRAM FLASH NVRAM Module Total Used

Free Total Used Free Total Used Free ------ ------- ------- ------- ------- ------- ------- ----

- ----- ----- 1 65536K 39227K 26309K 16384K 9457K 6927K 480K 327K 153K Uptime is 0 day, 0 hour,

0 minute Cat4006> (enable)

스위치가 로드되지 않거나 rommon > 모드에 남아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Software
Upgrade Failed / Switch is in ROMmon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Cisco IOS 4232-L3 Module

4232-L3 모듈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는 How to Upgrade Software
Images on Catalyst Switch Layer 3 Module을 참조하십시오.

Supervisor III, IV 및 V 모듈의 Cisco IOS

Catalyst 4500/4000 Supervisor III 및 IV 모듈의 통합 Cisco IOS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단계별 절
차는 Catalyst 4000 제품군 스위치 Cisco IOS용 릴리스 노트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다시 로드 없이 이중화 수퍼바이저 모듈에서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그레이드

Cisco Catalyst 4500 Series 스위치를 사용하면 기본 수퍼바이저 엔진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스탠바
이 수퍼바이저 엔진이 기능을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Cisco Catalyst 4500 Series 스위
치를 사용하면 수퍼바이저 엔진 장애 발생 시 스위치를 신속하게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이 기능을
수퍼바이저 엔진 이중화라고 합니다.수퍼바이저 엔진 이중화 기능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
이드 절차를 사용하면 시스템을 다시 로드할 필요 없이 수퍼바이저 엔진에서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두 수퍼바이저 엔진의 bootflash 또는 slot0에 새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복사합니다.활성 수퍼바이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copy
source_device:source_filename slot0:target_filenamecopy source_device:source_filename
bootflash:target_filename대기 수퍼바이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copy
source_device:source_filename slaveslot0:target_filenamecopy
source_device:source_filename slavebootflash:target_filename

1.

새 이미지를 부팅하도록 수퍼바이저 엔진을 구성합니다.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Switch#configure terminal

Switch(config)#config-register 0x2

Switch(config)#boot system flash device:file_name

2.

수퍼바이저 엔진 구성을 동기화합니다.
Switch(config)#redundancy

Switch(config-red)#main-cpu

Swicth(config-r-mc)#auto-syn standard

3.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려면 copy running-config start-config 명령을 실행합니다.4.
대기 수퍼바이저 엔진을 다시 로드하고 엔진을 다시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려면 redundancy
reload peer 명령을 실행합니다(새로운 버전의 Cisco IOS 소프트웨어 사용).참고: 대기 수퍼바
이저 엔진을 다시 로드하기 전에 모든 컨피그레이션 동기화 변경이 완료되도록 충분히 기다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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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redundancy force-switchover 명령을 사용하여 스탠바이 수퍼바이저 엔진으로 수동 전환을 수
행합니다.대기 수퍼바이저 엔진은 새로운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실행하는 활성 수
퍼바이저 엔진이 됩니다.모듈이 다시 로드되고 모듈 소프트웨어가 활성 수퍼바이저 엔진에서
다운로드됩니다.원래 활성 수퍼바이저 엔진은 새 이미지로 재부팅되고 대기 수퍼바이저 엔진
이 됩니다.

6.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Output Interpreter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OIT)는 특정 show 명령을 지원합니다.OIT를 사용하여
show 명령 출력의 분석을 봅니다.

show version - 새 스위치가 새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하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실패/스위치가 ROMmon에 있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와 TFTP 서버 간의 IP 연결 문제●

부팅 변수를 잘못 설정●

스위치에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복제하는 동안 전원 장애 발생●

따라서 스위치가 ROMmon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스위치가 ROMmon에 있고 부트플래시 또
는 컴팩트 플래시에 유효한 이미지가 없는 경우(Supervisor III 및 IV에만 해당) 소프트웨어 복구 절
차를 통해 스위치를 일반 모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 복구 절차는 다음 문서를 참조하
십시오.

부팅 실패에서 CatOS를 실행하는 Catalyst 스위치 복구●

Supervisor III 또는 IV가 포함된 Catalyst 4000 스위치를 손상 또는 누락된 이미지 및 Rommon
모드에서 복구

●

이중화 Supervisor Engine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실패

액티브 수퍼바이저 엔진과 스탠바이 수퍼바이저 엔진 모두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수행되는
경우 수퍼바이저가 모두 동일한 새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실행하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수퍼바이저가 보조 수퍼바이저로부터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하면 업그레이드가 실패합니
다.보조 수퍼바이저는 자체 부트 변수를 기본 수퍼바이저에 복사합니다.기본 수퍼바이저의 소프트
웨어 이미지가 보조 수퍼바이저와 동일하지 않으면 기본 수퍼바이저가 이미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
에 부팅 루프가 발생합니다.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기본 수퍼바이저를 제거합니다.1.
ROMMON 모드로 전환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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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퍼바이저를 수동으로 부팅합니다.3.
기본 수퍼바이저가 다른 수퍼바이저 엔진과 동일한 이미지를 로드하는지 확인합니다.이미지가 로
드되면 부팅 변수를 재설정합니다.수퍼바이저 엔진이 복구되면 수퍼바이저 중 하나를 다른 수퍼바
이저와 동일한 이미지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알려진 문제:소프트웨어 다운그레이드로 인해 CatOS 스위치 구성 손실

CatOS를 실행하는 스위치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그레이드하면 항상 컨피그레이션이 손실됩니다
.컨피그레이션을 TFTP 서버에 백업하려면 copy config tftp 명령을 실행합니다.또는 copy config
flash 명령을 실행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플래시 디바이스에 백업합니다.

다운그레이드가 성공한 후 컨피그레이션을 복원하려면 copy tftp config 또는 copy flash config 명령
을 실행하여 TFTP 서버 또는 플래시 디바이스에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가져옵니다.

명령 구문 및 이러한 명령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talyst 4500 명령 참조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관련 정보

Catalyst Switch Layer 3 모듈에서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부팅 실패에서 CatOS를 실행하는 Catalyst 스위치 복구●

Supervisor III 또는 IV가 포함된 Catalyst 4000 스위치를 손상 또는 누락된 이미지 및 Rommon
모드에서 복구

●

Catalyst 스위치에서 소프트웨어 이미지 및 구성 파일 관리●

스위치 제품 지원●

LAN 스위칭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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