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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Admin CLI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때 CUCM, IMnP 및 기타 Cisco UC 제품에 표시되
는 좀비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UC 서버의 Admin CL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isco Unified IMnP(Instant Messaging and Presence Server)●

Cisco CUC(Unity Connection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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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 정보

Unified Communications 서버는 기본적으로 Linux OS 기반 애플리케이션입니다.Linux에서 프로세
스가 중단되면 메모리에서 즉시 모두 제거되지는 않으며 PID(Process Descriptor)는 작은 양의 메모
리만 사용하는 메모리에 유지됩니다.이 프로세스는 사용되지 않는 프로세스가 되며 프로세스의 상
위 프로세스가 하위 프로세스가 중단되었음을 알립니다.그런 다음 상위 프로세스는 Dead 프로세스



의 종료 상태를 읽고 메모리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wait()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면 프로세스 테이블에서 좀비 프로세스가 제거됩니다.이것은 좀비 과정을 얻는 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매우 빠르게 발생하므로 시스템에 좀비 프로세스가 누적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프로세스에서 wait() 신호 호출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하위 프로세스는 정리
될 때까지 메모리에 유지됩니다.즉, 좀비 프로세스는 실행이 완료되었지만 상위 프로세스가 자녀의
종료 상태를 읽어야 하므로 프로세스 테이블에 여전히 항목이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UCS Admin CLI를 사용하여 좀비 확인

CLI에서 show process load 명령을 사용하여 좀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좀비 문제 해결/지우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PID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 작은 메모리 외에도, 좀비 프로세스는 시스템 리소스
를 사용하지 않지만 프로세스 ID를 유지합니다.UC 서버에서는 시스템에 제공된 메모리가 크기 때
문에 좀비의 존재로 인해 시스템이 다른 프로세스에 대해 PID가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즉, 좀비는 시스템에 남겨둘 수 있고, 다음 시스템 재부팅에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좀비를 제거하도록 요구사항이 있다면, 여러분은 특정한 행동라인을 따를 수 있
다

적절한 서비스 재시작

관련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하위 프로세스를 유출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야 합니다.

CLI 출력에서 show process list의 출력과 show process list detail을 가져옵니다.1.



텍스트 편집기의 출력을 복사하고 'defunct' 텍스트에 대한 파일을 검색합니다.2.

존재하지 않는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 ID(pid) 및 상위 프로세스 ID(ppid)를 기록해 둡니다.3.

문서의 ppid를 추적하여 연관된 프로세스를 찾습니다.4.
예 1

CUCM:'작동 안 됨'이라는 문자에 대한 파일을 검색했더니 없어진 PID 22908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PID의 ppid는 29815입니다. 문서에서 29815를 추적하면 프로세스가 AMC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법 - 이 노드에서 AMC(Alert Manager 및 Collector Service)를 재시작하면 Zombie가 지워집
니다.

예: 2:

CUCM:그 텍스트 파일을 검색하면 없어진 PID 10025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PID의 ppid는 26732입니다. 문서에서 26732를 추적하면 프로세스가 추적 수집 서비스와 관련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 이 노드에서 추적 모음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면 좀비가 지워집니다.

예: 3:

CUCM: 없어진 텍스트 파일이 검색되면, 없어진 PID 23959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PID의 ppid는 26764입니다. 문서에서 26764를 추적하면 프로세스가 CDRREP(CDR 저장소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 CDR 저장소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면 이 좀비가 지워집니다.

예 4

CUC: 없어진 텍스트 파일을 검색하면, 325, 370, 387개의 PID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
다.

모든 PID의 ppid는 7827입니다.문서에서 7827을 추적하면 이 프로세스가 연결 파일 동기화 서비스
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 Restart the Connection File Syncer service(연결 파일 동기화 서비스를 재시작하면 좀
비가 지워집니다.)

예 5

IMnP: 없어진 텍스트 파일을 검색하면, 없어진 PID 1806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PID의 ppid는 1775입니다.문서의 추적 1775에서 프로세스가 동일한 클러스터의 다른 IMnP
노드에 대한 SFTP 연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 IMnP에서 SFTP가 소유한 SSH 프로세스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서버를 재부팅하면 외
관이 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버 재부팅

관련 서버를 재부팅하면 프로세스 테이블에 있는 모든 오래된 항목이 지워지고 시스템에서 좀비가
지워집니다.

상위 프로세스 종료

Linux에서는 SIGKILL 신호를 통해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처리되는 방식으로 좀비 프로세스를 제거
할 수 없습니다. 좀비 프로세스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그러나 상위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
다.이 시나리오에서 사용되는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kill -9 <ppid>

이 해결 방법을 수행하려면 TAC에 문의하십시오.중요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상위 프
로세스를 종료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좀비가 제거되었으면, 같은 명령 show process load를 사용하여 좀비 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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