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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원격 로그인 또는 콘솔 로그인을 통해 ASR(Aggregation Services Router) 5x00
Series에 액세스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SR 5x00 콘솔 포트에 연결하기 위해 Cisco에서 제공하는 직렬 케이블●

하이퍼터미널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워크스테이션●

라우터의 플래시 카드에 저장된 ASR 5x00의 최신 구성 파일●

경고:이 문서의 절차를 수행하면 저장되지 않은 모든 구성이 손실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ASR(Aggregation Services Router) 5x00 Serie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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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ASR 5x00 섀시는 SSH/텔넷을 통해 액세스할 수 없으며 콘솔 로그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재현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케이블의 RJ-45 끝을 라우터의 콘솔 레이블이 지정된 포트에 연결합니다.1.
케이블의 DB-9 끝을 워크스테이션 또는 노트북의 직렬 포트에 연결합니다.2.
Windows 시작 단추를 클릭합니다.3.
검색 상자에 컴퓨터 관리를 입력합니다.4.
검색 결과의 프로그램 영역에서 컴퓨터 관리를 클릭합니다.컴퓨터 관리 창이 나타납니다.5.

Computer Management(컴퓨터 관리) 창의 왼쪽 창에서 System Tools(시스템 도구)를 확장하
고 Device Manager(디바이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장치 목록이 창의 주 영역에 표시됩니다.

6.

장치 목록에서 Ports(포트)를 확장하고 2단계에서 케이블을 연결한 포트에 해당하는 COM 포
트를 찾습니다. COM 포트 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7.

하이퍼터미널 응용 프로그램을 엽니다.8.
파일 메뉴에서 새 연결을 선택합니다.연결 설명 창이 나타납니다.9.

연결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연결 대상 창이 나타납니다.10.



연결 사용 드롭다운 목록에서 7단계에서 찾은 COM 포트를 선택합니다.11.
확인을 클릭합니다.<COM#> 속성 창이 나타납니다.12.
다음 설정을 입력합니다.13.
초당 비트:115200●

데이터 비트:8●

패리티:없음●

정지 비트:1●

플로우 제어:없음●

확인을 클릭합니다.콘솔 로그인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14.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Login incorrect" 메시지가 나타납
니다.

15.



솔루션

라우터 섀시의 전원을 껐다가 켜려면 PFU(Power Filter Unit)의 회로 차단기를 꺼짐(0) 위치로
켜고 On(I) 위치로 끕니다.

1.

라우터가 부팅 시퀀스를 통과할 때 하이퍼터미널 창에 표시되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2.
"부팅 우선순위"가 표시되면 부팅 시퀀스를 중단하려면 Ctrl-C를 누릅니다.3.



명령 프롬프트에서 cli를  Enter를 누릅니다.CLI 모드를 나타내기 위해 boot에서 cli로 프롬프
트가 변경됩니다.

4.

저장한 구성 이미지를 부팅하는 명령을 입력합니다.boot 명령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8/0:cli>boot -noconfig /flash/production.50091.asr5000.bin

5.

"No configuration found(컨피그레이션을 찾을 수 없음)"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
니다. 계속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Enter를 누릅니다.

6.

빠른 설정 마법사를 계속 진행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no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7.



원하는 컨피그레이션으로 라우터 섀시를 로드합니다.이 명령을 실행하려면 EXEC 모드를 사
용합니다.

#configure /flash/ .cfg

8.

기존 계정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로그인이 실패하면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새
자격 증명을 생성합니다.

[local]ASR5K_LAB# configure

[local]ASR5K_LAB(config)# context local

[local]ASR5K_LAB(config-ctx)# administrator

[local]ASR5K_LAB(config-ctx)# end

9.



   

[local]ASR5K_LAB#

솔루션을 확인하기 위해 SSH 또는 텔넷을 통해 새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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