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co Intersight용 Cisco HyperFlex 설치 가이드
초판: 2018년 01월 10일

Americas Headquarters
Cisco Systems, Inc.
170 West Tasman Drive
San Jose, CA 95134-1706
USA
http://www.cisco.com
Tel: 408 526-4000
800 553-NETS (6387)
Fax: 408 527-0883

이 설명서의 제품 관련 사양 및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모든 설명, 정보 및 권장 사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명시적이거나 묵
시적인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의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동봉한 제품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제한된 보증은 제품과 함께 제공된 정보 패킷에 설명되어 있으며 본 문서에 참조를 통해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는 제한
된 보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CISCO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복사본을 요청하십시오.
Cisco의 TCP 헤더 압축은 UNIX 운영 체제의 UCB 공개 도메인 버전의 일부로서 UCB(University of Berkeley)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구현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198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여기에 명시된 다른 모든 보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급업체의 모든 문서 파일 및 소프트웨어는 모든 결점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CISCO 및 위에 언급된 모
든 공급업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타인의 권리 비침해 또는 처리, 사용,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단, 이에 한하지 않음) 묵시적
이든 명시적이든 모든 종류의 보증을 부인합니다.
CISCO 또는 그 공급자는 이 설명서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모든 파생적, 부수적, 직접, 간접, 특별, 징벌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영업 이익 손실, 영업 중단, 영업
정보 손실, 또는 그 밖의 금전적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CISCO 또는 그 공급자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전화 번호는 실제 주소와 전화 번호가 아닙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예제, 명령 표시 출력, 네트워크 토폴로지 다이어그
램 및 다른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이며, 실제 IP 주소나 전화 번호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의도하지 않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Cisco 및 Cisco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및/또는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Cisco 상표 목록을 보려면 다음 URL로 이동하십시오. http://

www.cisco.com/go/trademarks 여기에 언급된 타사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파트너"라는 용어는 사용에 있어 Cisco와 기타 회사 간의 파트너 관계를 의
미하지는 않습니다. (1110R)
© 2017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목차
개요 1
개요 1
HX Edge 클러스터 구축에 지원되는 버전 1
Intersight 연결 2
사전 설치 체크리스트 3
HyperFlex Edge에 대한 사전 설치 체크리스트 3
단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 3
듀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 7
일반적인 네트워크 요구 사항 11
HX Edge 클러스터 구축 21
설치 개요 21
Cisco Intersight에 로그인 22
디바이스 클레임 23
HyperFlex Edge의 펌웨어 버전 확인 25
HX Edge 클러스터 구성 26
설치 후 작업 30
HX Edge 클러스터 작업 31
HX 클러스터 프로필 복제 31
HX 클러스터 프로필 할당 해제 31
부록 33
문제 해결 33
샘플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34

Cisco Intersight용 Cisco HyperFlex 설치 가이드
iii

목차

Cisco Intersight용 Cisco HyperFlex 설치 가이드
iv

1

장

개요
• 개요, 1 페이지
• HX Edge 클러스터 구축에 지원되는 버전, 1 페이지
• Intersight 연결, 2 페이지

개요
Cisco Intersight는 Cisco HyperFlex Edge(HX Edge) 클러스터를 설치, 구성 및 구축할 수 있도록 설치 마
법사를 제공합니다. 이 마법사는 HX 클러스터 프로필이라고 하는 클러스터의 사전 컨피그레이션 정
의를 구성합니다. 이 정의는 HX Edge 클러스터에 있는 HX 노드를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보안 - HyperFlex 클러스터용 크리덴셜(예: 컨트롤러 VM 비밀번호, 하이퍼바이저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입니다.
• 컨피그레이션 - 서버 요구 사항, 펌웨어 등
• 연결 - 업스트림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 등
정책에 구축되는 HX 클러스터 프로필은 노드 정체성,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연결과 같은 작업 특성
및 규칙의 관리자 정의 집합입니다. Edge 클러스터의 활성화된 노드를 모두 HX 클러스터 프로필과
연결해야 합니다.
설치 마법사는 노드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수집하여 HX 클러스터 프로필을 구축한 후 HyperFlex Edge
클러스터에서 HX 클러스터 프로필을 검증하고 구축합니다. 성공적으로 구축한 HX 클러스터 프로필
을 복제한 다음 해당 복사본을 기초로 사용하여 새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HX 클러스터 프
로필 복제를 참조하십시오.

HX Edge 클러스터 구축에 지원되는 버전
다음 표에는 HyperFlex Edge 클러스터 구축에 지원되는 하드웨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버전의 목록
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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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ntersight 연결

표 1:

Component(구성 요소)
M5 서버

버전/릴리스
• HX220C-M5SX
• HXAF220C-M5SX

Cisco HXDP(HX Data Platform)

2.6(1b)

CIMC

3.1(2d)

NIC 모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전용 - 관리 포트
• 공유 LOM

디바이스 커넥터

1.0.4-10 이상(Cisco Intersight로 자동 업그레이드
됨)

Intersight 연결
모든 디바이스 커넥터는 svc.ucs-connect.com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포트 443에서 아웃바운드에서 시
작된 HTTPS 연결을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 HX 설치 프로그램은 HTTP 프록시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
니다. 따라서 Intersight HX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직접 아웃바운드 연결이 필요합니다.
모든 HX 컨트롤러 VM은 DNS를 통해 공용 도메인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아웃바운드에서 시작된
HTTPS 연결을 포트 443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HX 컨트롤러 VM은 할당된 관리 IP를 통해 외부와 통
신하고 아웃바운드에서 시작된 HTTPS 연결을 허용합니다.
최신 HyperFlex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구축하는 동안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며 아웃바운드에서 시작된
HTTPS 연결을 허용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클러스터 구축 후에 새 HX 클러스터가 Intersight에서 자동으로 클레임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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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 체크리스트
• HyperFlex Edge에 대한 사전 설치 체크리스트, 3 페이지

HyperFlex Edge에 대한 사전 설치 체크리스트
Cisco HyperFlex Edge 시스템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설치 및 컨피그레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
단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은 단일 스위치 및 서버당 2개의 1GbE 포트만 필요한 간단한 토폴로지를
제공합니다. 링크 또는 스위치 이중화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개의 지원되는 네트워크 포트 컨피그
레이션은 액세스 포트 및 트렁크 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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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 체크리스트
단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

네트워크 토폴로지

업스트림 네트워크 요구 사항
• VLAN 기능을 갖춘 매니지드 스위치 1개
• 3개의 HyperFlex 노드용 물리적 1GbE 포트 6개
• 점보 프레임은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에 중단 없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모든 포트에
Portfast 또는 Portfast 트렁크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가상 네트워크 요구 사항
각 ESXi 호스트의 권장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다음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합니다.
• 관리 트래픽 네트워크
• 데이터 트래픽 네트워크
• vMotion 네트워크
• VM 네트워크
최소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에는 2개 이상의 개별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 관리 네트워크(vMotion 및 VM 네트워크 포함)
• 데이터 네트워크(스토리지 트래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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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

각각 다른 네트워크를 전달하는 2개의 vSwitches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합니다.
• vswitch-hx-inband-mgmt - ESXi 관리(vmk0), 스토리지 컨트롤러 관리, vMotion(vmk2), VM 게스
트 포트 그룹
• vswitch-hx-storage-data - HyperFlex 스토리지 데이터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 스토리지 인터페
이스(vmk1)

참고

단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일부 HyperFlex Edge 구축을 수행하고 나면 스토리지 데이
터 vSwitch와 연결된 포트 그룹 장애 조치 순서가 하나의 스탠바이 어댑터로만 채워져 있게 됩니
다. 활성화된 어댑터는 누락되더라도 클러스터에서 기능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며, 설치 프로세스
에서 구성한 대로 장애 조치 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 요구 사항
서버당 2개의 1GbE 포트가 필요합니다.
• 포트 1 - 관리(ESXi 및 CIMC), vMotion 트래픽 및 VM 게스트 트래픽
• 포트 2 - HyperFlex 스토리지 트래픽
• 2개의 지원되는 네트워크 포트 컨피그레이션으로 액세스 포트와 트렁크 포트가 있습니다.
• Spanning Tree Portfast(액세스 포트) 또는 Portfast 트렁크(트렁크 포트)는 HyperFlex 서버에 연결
된 모든 네트워크 포트에 대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Portfast를 구성하지 못하면 ESXi를 부팅하는 동안 간헐적으로 CIMC 연결이 끊어지며 물
리적 링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네트워크 리컨버전스가 필요한 것보다 더 길어집니다.
• 구축 시 액세스 포트와 트렁크 포트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결정하려면 "액세스 및 트렁크 포트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물리적 네트워크 토폴로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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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

• 통합된 두 LOM 포트를 모두 동일한 ToR 스위치에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 원하는 경우 전용 CIMC 포트를 동일한 스위치 또는 대역 외 관리 스위치에 케이블로 연결합니
다.
• VIC에서는 10GbE 포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액세스 및 트렁크 포트 정보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액세스 포트 또는 트렁크 포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액세스 포트의 경우 인터페이스에 VLAN이 하나만 구성될 수 있으며 단일 VLAN에 대한 트래
픽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트렁크 포트의 경우 인터페이스에 VLAN이 하나 이상 구성될 수 있으며 여러 VLAN에 대한 트
래픽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액세스 포트와 트렁크 포트의 차이점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설명되어 있는 세부
정보를 활용하여 구축 시 어떤 포트를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가이드에서는 트렁크 포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구축시에도 권장됩
니다.
트렁크 포트

액세스 포트

CIMC, ESXi 및 HX Data Platform 설치 프로그램
내에서 VLAN 태그를 추가 설정 및 정의해야 합
니다.

트렁크 포트보다 간단한 구축 프로세스를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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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 체크리스트
듀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

참고

트렁크 포트

액세스 포트

개별 서브넷에서 논리적으로 분리된 관리,
vMotion 및 VM 게스트 트래픽 기능을 제공합니
다.

관리, vMotion 및 VM 게스트 트래픽이 단일 서브
넷을 공유해야 합니다.

ESXi에 추가 L2 네트워크를 가져오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개별 VLAN에서 포트 1과 2를 구성하려면 매니지
드 스위치가 필요하며, 스토리지 트래픽은 예외
없이 전용 VLAN을 사용해야 합니다.

트렁크 포트 및 액세스 포트 모두 개별 VLAN에 포트 1과 2를 구성하려면 매니지드 스위치가 필
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샘플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34 페이지을(를) 참조하십시오.

듀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
듀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은 스위치 오류, 링크 및 포트 오류, LOM/PCIe NIC HW 오류로부터 보호하
는 완전 이중화를 사용하는 약간 더 복잡한 토폴로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형 또는 스택
형 스위치 2개, 1GbE 포트 4개, 서버당 1개의 추가 PCIe NIC가 필요합니다. 트렁크 포트는 유일하게
지원되는 네트워크 포트 컨피그레이션입니다.

Cisco Intersight용 Cisco HyperFlex 설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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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

네트워크 토폴로지

업스트림 네트워크 요구 사항
• VLAN 기능을 갖춘 매니지드 스위치 2개(독립형 또는 스택형)
• 3개의 HyperFlex 노드용 물리적 1GbE 포트 12개
12개의 포트는 모두 트렁크 포트여야 하며 해당하는 모든 VLAN을 허용해야 합니다.
• 점보 프레임은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에 중단 없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모든 포트에
Portfast 트렁크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가상 네트워크 요구 사항
각 ESXi 호스트의 권장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다음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합니다.
• 관리 트래픽 네트워크
• 데이터 트래픽 네트워크

Cisco Intersight용 Cisco HyperFlex 설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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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

• vMotion 네트워크
• VM 네트워크
최소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에는 2개 이상의 개별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 관리 네트워크(vMotion 및 VM 네트워크 포함)
• 데이터 네트워크(스토리지 트래픽용)
각각 다른 네트워크를 전달하는 2개의 vSwitches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합니다.
• vswitch-hx-inband-mgmt - ESXi 관리(vmk0), 스토리지 컨트롤러 관리, VM 게스트 포트 그룹
• vswitch-hx-storage-data - HyperFlex 스토리지 데이터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 스토리지 인터페
이스(vmk1), vMotion(vmk2)
장애 조치 순서:
• vswitch-hx-inband-mgmt - 전체 vSwitch는 액티브/스탠바이용에 대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모든 서비스에서는 단일 업링크 포트를 사용하며 필요시 장애 조치를 수행합니다. 필요
에 따라 VM 포트 그룹에 대한 장애 조치 순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 vswitch-hx-storage-data - HyperFlex 스토리지 데이터 네트워크 및 vmk1은 동일한 액티브/스탠
바이 순서로 설정됩니다. vMotion VMKernel 포트는 post_instal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구성된
경우 반대 순서를 사용하여 설정됩니다.
포트 요구 사항
서버당 4개의 1GbE 포트가 필요합니다.
• 포트 1 - 관리(ESXi, HyperFlex 컨트롤러 및 CIMC) 및 VM 게스트 트래픽
• 포트 2 - HyperFlex 스토리지 트래픽(및 vMotion 스탠바이)
• 포트 3 - VM 게스트 트래픽(및 관리 스탠바이)
• 포트 4 - vMotion 트래픽(및 스토리지 스탠바이)
• LOM을 사용하는 포트 2개 및 PCIe 애드인 NIC의 포트 2개:
◦ LOM 1개 및 PCIe 포트 1개가 이중화 컨피그레이션에서 관리 및 VM 게스트 트래픽을 지원
◦ LOM 1개 및 PCIe 포트 1개가 이중화 및 로드 밸런싱 컨피그레이션에서 스토리지 데이터
및 vMotion 트래픽을 지원
• Intel i350 쿼드 포트 NIC(UCSC-PCIE-IRJ45)는 이 토폴로지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NIC는 주문할 때 선택할 수 있으며 공장에서 사전 설치된 상태로 배송됩니다.
◦ NIC는 별도로 주문한 경우 현장 설치도 가능합니다. 라이저 #1 또는 #2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으나 라이저 #1이 권장됩니다.
• 듀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에서는 트렁크 포트만 지원됩니다.

Cisco Intersight용 Cisco HyperFlex 설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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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ning Tree Portfast 트렁크는 HyperFlex 서버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 포트에 대해 활성화되
어야 합니다.
◦ Portfast를 구성하지 못하면 ESXi를 부팅하는 동안 간헐적으로 CIMC 연결이 끊어지며 물
리적 링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네트워크 리컨버전스가 필요한 것보다 더 길어집니다.
물리적 네트워크 토폴로지 지침:

경고!

전체 네트워크 이중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케이블링이 중요합니다.

• 통합된 두 LOM 포트를 모두 동일한 ToR 스위치에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 4개의 PCIe NIC 포트 중 2개를 동일한 ToR 스위치에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설치 전에 PCIe NIC
포트를 3개 이상 연결하지 마십시오. 클러스터 설치 후에는 나머지 포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중화는 vSwitch 레벨에서 발생하며 각 vSwitch에 대해 PCIe NIC의 업링크 포트 1개와 온보드
LOM의 업링크 포트 1개를 포함합니다.

Cisco Intersight용 Cisco HyperFlex 설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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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네트워크 요구 사항

• 원하는 경우 전용 CIMC 포트를 동일한 스위치 또는 대역 외 관리 스위치에 케이블로 연결합니
다.
• VIC에서는 10GbE 포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네트워크 요구 사항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
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HX M5 노드에서 수동으로 모든 스위치 포트의 포트 속도를 1000/전체로 구성하십시오. 샘플 네
트워크 컨피그레이션, 3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VLAN 요구 사항
단일 스위치 네트워크 토폴로지

듀얼 스위치 네트워크 토폴로지

Cisco Intersight용 Cisco HyperFlex 설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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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VLAN ID

설명

다음의 각 네트워크에 별도의 서브넷과 VLAN을 사용하십시오.
VMware ESXi용 VLAN 및 Cisco
HyperFlex 관리

ESXi, HyperFlex 및 VMware vCenter
간의 관리 트래픽에 사용되며 라우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CIMC VLAN

관리 VLAN과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
다.
참고

HX 스토리지 트래픽용 VLAN

Cisco Intersight용 Cisco HyperFlex 설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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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VLAN은 Intersight에 액세
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VLAN은 Intersight에 액세
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지 트래픽에 사용되며 L2 연
결만 필요합니다.

사전 설치 체크리스트
일반적인 네트워크 요구 사항

VLAN ID

네트워크

설명
해당하는 경우 vMotion VLAN에 사
용됩니다.

VMware vMotion용 VLAN

관리 VLAN과 같을 수 있지
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VM 네트워크용 VLAN

VM/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에 사용
됩니다.
ESXi에서는 VLAN이 VM 포
트 그룹으로 구분되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참고

대역 내 CIMC와 대역 외 CIMC 비교
이 가이드에서는 공유 LOM EXT 모드를 사용하여 대역 내 CIMC를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그 결과
CIMC 관리 트래픽이 LOM 포트에서 vSphere 트래픽과 함께 다중화되며 케이블링, 스위치 포트 및 추
가 컨피그레이션이 줄어듭니다.
고객은 대역 외 용도로 전용 CIMC 관리 포트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스트림
스위치 컨피그레이션을 계획할 때 이 세 번째 1GbE 포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CIMC
컨피그레이션 시 CIMC를 전용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Cisco UCS C-series 설명서에 따라 전용 NIC
모드에서 CIMC를 구성합니다. NIC properties(NIC 속성) 아래에서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기 전에
NIC 모드를 dedicated(전용)로 설정합니다.
CIMC는 항상 Intersight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vCenter 토폴로지
다음 표를 사용하여 vCenter에 지원되는 토폴로지를 확인합니다.
토폴로지

설명

권장 사항

단일 vCenter

외부 서버에서 실행되며 사이트 적극 권장됨
에서 로컬인 가상 또는 물리적
vCenter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리 랙 마운트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vCenter

WAN 전체에 걸쳐 여러 사이트
를 관리하는 vCenter입니다.

적극 권장됨

Cisco Intersight용 Cisco HyperFlex 설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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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폴로지

설명

권장 사항

중첩된 vCenter

구축하려는 클러스터 내에서 실 HyperFlex Edge 클러스터의 설치
를 vCenter 없이 수행할 수 있습
행되는 vCenter입니다.
니다. 또는 외부 vCenter를 사용
하여 구축하고 클러스터로 마이
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HX Data Platform에
서 vCenter를 구축하는 방법 기술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고객 구축 정보
전형적인 3개 노드로 구성된 HyperFlex Edge 구축에는 총 13개의 IP 주소(관리 네트워크용 IP 주소 10
개와 vMotion 네트워크용 IP 주소 3개)가 필요합니다.
CIMC 관리 IP 주소
서버

CIMC 관리 IP 주소

서버 1
서버 2
서버 3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NTP 서버
참고

적절한 Intersight 연결을 위해 CIMC의
NTP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IP 주소

참고

기본적으로 HX 설치 프로그램은 169.254.1.X 범위에서 하이퍼바이저 데이터 네트워크와 스토리
지 컨트롤러 데이터 네트워크에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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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네트워크 IP 주소
(라우팅 가능해야 함)
하이퍼바이저 관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컨트롤러 관리 네트워크

서버 1:

서버 1:

서버 2:

서버 2:

서버 3:

서버 3:

스토리지 클러스터 관리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VMware vMotion 네트워크 IP 주소
vMotion 서비스의 경우 vMotion용 관리 VLAN을 사용하면 고유한 VMkernel 포트를 구성하거나 vmk0
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

vMotion 네트워크 IP 주소(수동으로 구성됨)

서버 1
서버 2
서버 3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최소 2개의 포트(스토리지 관리 네트워크용으로 1개, 스토리지 데이터 네트워크용으로 1개)가 필요
합니다. 이중화 및 장애 조치를 위해 총 4개의 포트(스토리지 관리 네트워크용으로 2개, 스토리지 데
이터 네트워크용으로 2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크가 방화벽 뒤에 있는 경우, VMWare에서는 표준 포트 요구 사항 외에 VMware ESXi용 포트
와 VMware vCenter용 포트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다음 방화벽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포트 번호

프로토콜

방향

포트 대상

80

HTTP/TCP

인바운드

HX 설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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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번호

프로토콜

방향

포트 대상

443

HTTPS/TCP

인바운드

HX 설치 프로그램

아웃바운드

Smart Call Home

2068

KVM/TCP

인바운드

뷰어별

22

SSH/TCP

인바운드

HX 설치 프로그램

아웃바운드
110

POP3/TCP

보안 POP 포트는 TCP 995입니
다.
143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IMAP4/TCP

보안 IMAP 포트는 TCP 993입니
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25

SMTP/TCP

아웃바운드

메일 서버

53(외부 조회)

DNS/TCP/UDP

아웃바운드

DNS

123

NTP/UDP

아웃바운드

NTP

161

SNMP 폴

인바운드

SNMP

162

SNMP Trap(SNMP 트
랩)

아웃바운드

SNMP

902

UDP/TCP

인바운드

vCenter

아웃바운드
9443

HTTPS/TCP

인바운드

vCenter

아웃바운드
8089

인바운드

HX 설치 프로그램

아웃바운드

팁

표준 컨피그레이션이 없고 다른 포트 설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을 맞춤화하려면 표 C-5 포트 리터
럴 값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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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 체크리스트
일반적인 네트워크 요구 사항

하이퍼바이저 크리덴셜
root 사용자 이
름

root

root 비밀번호

Cisco123
참고

비밀번호 값은 공장에서 설정됩니
다.

VMware vCenter 컨피그레이션

참고

HyperFlex는 표준 포트를 통해 vCenter와 통신합니다. 포트 80은 역방향 HTTP 프록시에 사용되며
TAC의 지원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트 443은 vCenter SDK에 대한 보안 통신에 사용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vCenter 관리자 사용자 이름
username@domain
vCenter 관리자 비밀번호
vCenter 데이터 센터 이름
VMware vSphere 컴퓨팅 클러스터 및
스토리지 클러스터 이름

네트워크 서비스

참고

• DNS 및 NTP 서버는 HX 스토리지 클러스터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 내부 호스팅 NTP 서버를 사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스를 제공합니다.

DNS 서버
<기본 DNS 서버 IP 주소, 보조
DNS 서버 IP 주소, …>
NTP 서버
<기본 NTP 서버 IP 주소, 보조
NTP 서버 IP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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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 체크리스트
일반적인 네트워크 요구 사항

표준 시간대
예: 미국/동부, 미국/태평양

연결된 서비스
연결된 서비스 활성화(권장)
예 또는 아니요로 답변
서비스 요청 알림 이메일
예: name@company.com

HyperFlex Edge 및 펌웨어 호환성 매트릭스
서버의 구성 요소 펌웨어가 다음 표에 나열된 최소 버전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 공장 출하 시스템에는 권장 펌웨어가 사전 로드되어 있어야 합니다.
• M4 Edge 시스템은 Intersight 설치 프로그램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온프레미스 설치 프로
그램 OVA를 사용하십시오.

표 2: HX220c M5/HXAF220c M5 클러스터

Component(구성 요소)

최소 펌웨어 버전 - 2.6

BIOS

C220M5-3.1.2d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3.1(2d)

SAS HBA

00.00.00.32

VIC 1387

4.2(2b)

SSD

CS01(Intel)
0101(Toshiba)
0F3Q(Samsung)

HDD

N0A4(Seagate)
DA01, AD50(HGST)
5705(Tos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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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 체크리스트
일반적인 네트워크 요구 사항

Component(구성 요소)

최소 펌웨어 버전 - 2.6

HUU(Host Upgrade Utility) 다운로드 링크

3.1.2d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지원되는 VMware vSphere 버전 및 에디션
vSphere의 호환되는 버전이 모든 HyperFlex 서버에 사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HyperFlex 버전

VMware vSphere 버전

VMware vSphere 에디션

2.6

6.0 U1b, 6.0 U2, 6.0 U2 패치 3,
6.0 U2 패치 4, 6.0 U3, 6.5 패치
1a, 6.5 U1

Enterprise Plus, Enterprise,
Standard, Essentials Plus, ROBO

물리적 요구 사항
HX220c 노드는 RU가 각각 1개입니다. 3개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의 경우 3개의 RU가 필요합니다.
재설치
HyperFlex Edge 시스템의 재설치를 수행하려면 Cisco TAC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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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 체크리스트
일반적인 네트워크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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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HX Edge 클러스터 구축
• 설치 개요, 21 페이지
• Cisco Intersight에 로그인, 22 페이지
• 디바이스 클레임, 23 페이지
• HyperFlex Edge의 펌웨어 버전 확인, 25 페이지
• HX Edge 클러스터 구성, 26 페이지
• 설치 후 작업, 30 페이지

설치 개요
HyperFlex Edge 클러스터 설치 순서도는 관련된 설치 작업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HyperFlex Edge 클러스터 설치

다음 표에는 Cisco HyperFlex Edge의 설치 워크플로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단계

설명

참조

1.

사전 설치 체크리스트를 작성합 HyperFlex Edge에 대한 사전 설
니다.
치 체크리스트, 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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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Edge 클러스터 구축
Cisco Intersight에 로그인

단계

설명

2.

네트워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
인합니다.

3.

Cisco Intersight에 로그인합니다. Cisco Intersight에 로그인, 22 페
이지

4.

디바이스를 클레임합니다.
참고

참조

디바이스 클레임, 23 페이지

이미 HX 노드를 클레임
한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5.

Cisco UCS 펌웨어 버전을 확인
합니다.

HyperFlex Edge의 펌웨어 버전
확인, 25 페이지

6.

HX 클러스터 프로필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HX Edge 클러스터 구성, 26 페
이지

7.

컨트롤러 VM을 통해 설치 후 스 설치 후 작업, 30 페이지
크립트를 실행합니다.

Cisco Intersight에 로그인
다음 순서도에는 Cisco Intersight에 로그인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단계가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Intersight 어카운트를 생성하려면 https://intersight.com/을 방문하십시오. Cisco Intersight 어카운트를
생성하려면 유효한 Cisco ID가 있어야 합니다. Cisco ID가 없으면 여기에서 생성하십시오.
Cisco Intersight 로그인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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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Edge 클러스터 구축
디바이스 클레임

디바이스 클레임
Cisco Intersight에서 관리할 디바이스를 하나 이상 클레임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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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Edge 클러스터 구축
디바이스 클레임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에서는 사용자가 Cisco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기존 사용자라고 가정합니다. 기존 사용자가 아
닌 경우 Cisco Intersight에 로그인, 2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단계

Cisco Intersight의 왼쪽 탐색 창에서 Devices(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2 단계

Device Details(디바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Claim a New Device(새 디바이스 클레임)를 클릭합니다.

3 단계

Claim a New Device(새 디바이스 클레임) 페이지에서 다음 필드를 입력합니다.
참고
Admin(관리) > Device Connector(디바이스 커넥터)로 이동하여 CIMC UI에서 Device ID(디바이스 ID)
및 Claim Code(클레임 코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UI 요소

필수 정보

디바이스 ID

해당하는 디바이스 ID를 입력합니다.
• UCS 도메인의 경우, 기본 FI의 시리얼 번호와 하
위 FI의 시리얼 번호를 FI-A의 시리얼 번호 및 FI-B
의 시리얼 번호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예:
[SAL1924GKV6&SAL1913CJ7V]
• 독립형 서버의 경우, 시리얼 번호를 사용합니다.
예: NGTR12345
• HyperFlex의 경우 서버 시리얼 번호를 사용합니
다. 예: WZP12345AB

클레임 코드

디바이스 클레임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 코드는 해당
디바이스 유형의 디바이스 커넥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
다.
참고

4 단계

Claim(클레임)을 클릭합니다.
참고
새로 클레임한 디바이스를 보려면 디바이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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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코드를 수집하기 전에 디바이스 커넥
터에 Cisco Intersight에 대한 아웃바운드 네트
워크 액세스가 있으며 "Not Claimed"(클레임
되지 않음)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HX Edge 클러스터 구축
HyperFlex Edge의 펌웨어 버전 확인

HyperFlex Edge의 펌웨어 버전 확인
현재 BIOS, CIMC, SAS HBA 및 드라이브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고 해당 버전이 일반적인 네트워크
요구 사항, 11 페이지에 있는 Cisco HyperFlex Edge 및 펌웨어 호환성 매트릭스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야 합니다.

1 단계

브라우저에서 https://<CIMC IP>로 이동하여 CIMC 웹 UI에 로그인합니다.

2 단계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서버)를 클릭합니다.

3 단계

Server(서버) 페이지에서 Summary(요약)를 클릭합니다.

4 단계

Server Summary(서버 요약) 페이지의 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CIMC) Information(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정보) 섹션에서 BIOS Version(BIOS 버전) 및 CIMC Firmware Version(CIMC
펌웨어 버전)을 찾아 기록해 둡니다.

5 단계

CIMC에서 Inventory(인벤토리) > Storage(스토리지)로 이동하여 UCSC-SAS-M5를 더블 클릭하고 Physical
Drive info(물리적 드라이브 정보)를 클릭합니다.

6 단계

CIMC에서 Inventory(인벤토리) > Storage(스토리지)로 이동합니다. UCSC-SAS-M5 > Details(세부 정보) >
Physical Drive Info(물리적 드라이브 정보)로 이동하여 드라이브 유형, 제조업체 및 펌웨어 버전을 기록해 둡니
다.

7 단계

현재 BIOS, CIMC, SAS HBA 및 드라이브 펌웨어 버전을 일반적인 네트워크 요구 사항, 11 페이지에 있는 Cisco
HyperFlex Edge 및 펌웨어 호환성 매트릭스에 나열된 버전과 비교합니다.

8 단계

최소 버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호환성 매트릭스에 있는 HUU(Host Update Utility) 다운로드 링크를 사용하여
Cisco VIC(Virtual Interface Card), PCI 어댑터, RAID 컨트롤러, 드라이브(HDD/SSD) 펌웨어 등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펌웨어 버전을 업그레이드합니다. http://www.cisco.com/c/en/us/support/servers-unified-computing/
ucs-c-series-rack-servers/products-user-guide-list.html에서 Cisco HUU 사용자 가이드의 현재 및 이전 릴리스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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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Edge 클러스터 구축
HX Edge 클러스터 구성

HX Edge 클러스터 구성
참고

다양한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 작업의 경우 정책에서 필요한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작업 옆에 Select(선택)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십시
오.

1 단계

Intersight에 로그인합니다.

2 단계

왼쪽 탐색 패널에서 Server Profiles(서버 프로필)를 클릭합니다.

3 단계

Profiles(프로필) 페이지에서 HX Cluster Profile(HX 클러스터 프로필) 탭을 선택하고 Create Profile(프로필 생
성)을 클릭하여 HX 클러스터 프로필 설치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4 단계

General(일반)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luster Name(클러스터 이름)을 입력합니다. 클러스터 이름은 vCenter 클러스터 이름, HX 스토리지 컨트롤
러 이름 및 HX 스토리지 클러스터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b) HX Cluster Type(HX 클러스터 유형)에서 Cisco HyperFlex Edge를 선택합니다.
c)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5 단계

Cluster Configuration(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필드

설명

보안
Hypervisor Admin(하이퍼바이저 관리자) 필드

하이퍼바이저 관리자 사용자 이름
참고

Hypervisor Password(하이퍼바이저 비밀번호) 필드

ESXi 구축에 root 어카운트를 사용합니
다.

하이퍼바이저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새로 제
작된 HX 서버에 대해 기본 비밀번호 "Cisco123"을 사
용합니다. 맞춤형 비밀번호는 구축 전에 ESXi 크리덴
셜을 수동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Hypervisor Password Confirmation(하이퍼바이저 비 하이퍼바이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밀번호 확인) 필드
Controller VM Admin Password(컨트롤러 VM 관리자 사용자 제공 HX 스토리지 컨트롤러 VM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필드
입력합니다.
참고

관리자 어카운트에 사용할 비밀번호를 기록
해 둡니다.

Controller VM Admin Password Confirmation(컨트롤 컨트롤러 VM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러 VM 관리자 비밀번호 확인) 필드

Cisco Intersight용 Cisco HyperFlex 설치 가이드
26

HX Edge 클러스터 구축
HX Edge 클러스터 구성

필드

설명

DNS, NTP 및 표준 시간대
Timezone(표준 시간대) 필드

로컬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DNS Servers(DNS 서버) 필드

하나 이상의 DNS 서버를 입력합니다. Intersight에 필
요한 공용 도메인을 분석할 수 있는 DNS 서버가 필요
합니다.

NTP Server(NTP 서버) 필드

하나 이상의 NTP 서버(IP 주소 또는 FQDN)를 입력합
니다. 로컬 NTP 서버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vCenter
vCenter Server FQDN or IP(vCenter 서버 FQDN 또는 vCenter 서버 FQDN 또는 IP 주소
IP) 필드
vCenter Username(vCenter 사용자 이름) 필드

vCenter 사용자 이름 예: administrator@vsphere.local

vCenter Password(vCenter 비밀번호) 필드

vCenter 비밀번호

vCenter Datacenter Name(vCenter 데이터 센터 이름) vCenter 데이터 센터 이름
필드
vCenter Single Sign-On Server(vCenter SSO(Single
Sign-On) 서버) 필드

vCenter SSO(Single Sign-On) URL
참고

기본 vCenter SSO(Single Sign-On) URL을 재지
정합니다. Cisco TAC의 지침이 있지 않은 한
지정하지 마십시오.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
Optimize for VDI Only Deployment(VDI 구축용으로
만 최적화) 체크 박스

VDI 최적화를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 선택합니다
(하이브리드 HX 시스템만).

Clean Up Disk Partitions(디스크 파티션 정리) 체크 박 스토리지 클러스터에 추가된 모든 노드에서 모든 기존
데이터 및 파티션을 제거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
스
합니다. 유지해야 하는 데이터는 백업해야 합니다.
참고

기존 데이터 및 파티션을 삭제하려면 이 옵션
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수동으로 준비된 서버용이므로 공
장에서 준비된 시스템에 선택하지 마십시오.
공장에서 준비된 시스템의 디스크 파티션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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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Auto Support(자동 지원) 확인란

자동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
다.

Send Service Ticket Notifications To(서비스 티켓 알림 지원 티켓을 받을 이메일 주소 수신인
전송 대상) 필드
IP 및 호스트 이름
참고

이 섹션에서는 관리 IP 풀을 구성합니다. 구축을 위해 IP 범위를 정의하려면 관리 네트워크 필드를 입
력해야 합니다. 노드 컨피그레이션 화면에서 이러한 IP가 선택한 노드에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컨트
롤러 VM 관리 네트워크용으로 2차 범위의 IP를 할당하려면 아래의 추가 필드를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두 IP 범위 모두 동일한 서브넷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Hostname Prefix(호스트 이름 접두사) 필드

이 접두사는 각 서버의 호스트 이름으로 자동 추가됩
니다. 노드 번호 뒤에는 대시(-)가 추가됩니다. 필요에
따라 Nodes Configuration(노드 컨피그레이션) 페이지
에서 이 기본 명명 체계를 수동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
니다.

Starting IP(시작 IP) 필드

관리 IP 풀의 시작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Ending IP(종료 IP) 필드

관리 IP 풀의 종료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Management Subnet Mask(관리 서브넷 마스크) 필드 관리 VLAN의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Management Network Gateway(관리 네트워크 게이트 관리 VLAN의 기본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
웨이) 필드
Controller VM Management Network Starting IP(컨
트롤러 VM 관리 네트워크 시작 IP)(선택 사항)

컨트롤러 VM 관리 네트워크의 시작 IP 주소를 입력합
니다.

Controller VM Management Network Ending IP(컨트 컨트롤러 VM 관리 네트워크의 종료 IP 주소를 입력합
롤러 VM 관리 네트워크 종료 IP)(선택 사항)
니다.
Controller VM Management Network Subnet Mask(컨 컨트롤러 VM 관리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
트롤러 VM 관리 네트워크 서브넷 마스크)(선택 사항) 합니다.
Controller VM Management Network Gateway(컨트
롤러 VM 관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선택 사항)

컨트롤러 VM 관리 네트워크의 기본 게이트웨이를 입
력합니다.

네트워크 구성정보
Management Network VLAN ID(관리 네트워크 VLAN 관리 네트워크의 VLAN ID입니다. VLAN은 Intersight
ID) 필드
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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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Jumbo Frames(점보 프레임) 체크 박스

점보 프레임을 활성화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
다.
점보 프레임은 HyperFlex Edge 구축을 위해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HyperFlex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토리지 VLAN ID

스토리지 VLAN 트래픽의 VLAN ID입니다. VLAN은
HX 클러스터마다 고유해야 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단계

Nodes Assignment(노드 할당) 페이지에서 지금 노드를 할당하거나 나중에 노드를 할당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
니다. 노드를 할당하려면 Assign nodes(노드 할당) 체크 박스를 클릭하고 할당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단계

Nodes Configuration(노드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할당된 IP와 호스트 이름 설정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8 단계

클러스터 관리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IP 주소는 관리 서브넷에 속해야 합니다.
Summary(요약) 페이지에서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모든 정보가 올
바른지 검토 및 확인합니다. Errors(오류) 탭에서 오류가 트리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10 단계

Validate and Deploy(검증 및 구축)를 클릭하여 구축을 시작합니다. Progress(진행 상황) 페이지에 다양한 컨피
그레이션 작업의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Validate(검증)를 선택하고 Save & Close(저장 및 닫기)를 클릭하여
나중에 구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작업
클러스터 구축 모니터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클러스터 구축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Results(결과) 페이지에서 클러스터 구축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보기를 닫고 백그라운드에서 설치를 계속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 화면으로 돌
아가려면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 HX Cluster Profiles(HX 클러스터 프로필)로 이동하
여 클러스터 이름을 클릭합니다.
• HX 클러스터 프로필 목록 보기의 상태 열에서 구축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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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작업

설치 후 작업
1 단계

HX 클러스터가 Intersight에서 클레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단계

HyperFlex Clusters(HyperFlex 클러스터) > HX Cluster Profiles(HX 클러스터 프로필)로 이동합니다.

3 단계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을 클릭하여 HyperFlex Connect를 실행합니다.

4 단계

SSH를 통해 클러스터 관리 IP 주소에 연결하고 설치 시 제공된 <root> 사용자 이름과 컨트롤러 VM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클러스터가 온라인 상태이며 정상적인지 확인합니다.

5 단계

셸에 다음 명령을 붙여넣고 Enter 키를 눌러 최신 설치 후 스크립트를 업데이트합니다. "Scripts successfully
updated(스크립트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찾습니다.
curl -L http://cs.co/hxupdate | sh

6 단계

셸에 다음 명령을 붙여넣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usr/share/springpath/storfs-misc/hx-scripts/post_install.py

7 단계

화면의 메시지에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post_install 스크립트는 다음을 완료합니다.
• vCenter 호스트에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 모범 사례에 따라 클러스터에서 HA/DRS를 활성화합니다.
• vCenter에서 SSH/셸 경고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모범 사례에 따라 vMotion을 구성합니다.
• 추가 게스트 VLANs/portgroups를 추가합니다.
• 테스트용 ASUP(자동 지원) 이메일을 보냅니다.
• HyperFlex Edge 컨피그레이션 확인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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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X 클러스터 프로필 복제, 31 페이지
• HX 클러스터 프로필 할당 해제, 31 페이지

HX 클러스터 프로필 복제
성공적으로 구축한 HX 클러스터 프로필을 복제한 다음 해당 복사본을 기초로 사용하여 새 클러스터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 HX Cluster Profiles(HX 클러스터 프로필) 페이지에서 복제할 클러스터를 클
릭합니다.

2 단계

Settings(설정) 열에서 ...을 클릭한 다음 Clone(복제)을 클릭합니다.

3 단계

대화 상자에서 복제된 클러스터의 이름을 입력하고 복제한 항목 수를 선택합니다. 복제를 클릭합니다.
참고
프로파일 1개의 복제본이 여러 개일 경우, 지정된 복제본 이름에 연속 색인이 추가됩니
다.

4 단계

HX Cluster Profiles(HX 클러스터 프로필) 페이지에는 복제된 클러스터의 복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제
된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전에 컨피그레이션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HX 클러스터 프로필 할당 해제
할당을 해제하면 할당된 모든 서버가 클러스터 프로필에서 제거됩니다. 이 작업은 Intersight에서만
일어나며 공장 초기화가 되거나 실행 중인 클러스터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ntersigh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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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클러스터 프로필 할당 해제

서 이 클러스터를 완전히 정리하려면 HX 클러스터 및 연결된 서버의 클레임을 해제하십시오. RMA
지원 또는 클러스터 재설치 절차에 대한 내용은 Cisco TAC에 문의하십시오.

1 단계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 HX Cluster Profiles(HX 클러스터 프로필) 페이지에서 할당을 해제할 클러스
터를 식별합니다.

2 단계

Settings(설정) 열에서 ...을 클릭한 다음 Unassign(할당 해제)을 클릭합니다.

3 단계

할당 해제 작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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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문제 해결, 33 페이지
• 샘플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34 페이지

문제 해결
증상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HyperFlex 디바이스 커넥터를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액세스가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CIMC의
Intersight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며 NTP 또는 DNS 컨피 연결을 확인합니다.
디바이스 커넥터 UI의 Details
그레이션이 잘못되었습니다.
$ scope CIMC
and Recommendations(세부 정
$ scope network
$ ping cisco.com
보 및 권장 사항) 아래에 오류 유
$ # Ensure that you receive
형 및 취해야 할 수정 조치가 표
a response
$ ping svc.ucs-connect.com
시됩니다.
$ # Ensure that an IP address
is displayed.
$

IP 주소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DNS가 분석되지 않고 있는 것입
니다. 이 IP 주소는 ping에 응답하
지 않으며 DNS 이름 분석을 테
스트하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Cisco.com ping 테스트를 사용하
여 아웃바운드 연결을 확인합니
다.
NTP를 통해 시간이 동기화되었
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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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가능한 원인

Intersight.com에 대한 SSL 인증
서를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가 부적절하거 SSH를 통해 컨트롤러 VM 중 하
나 DNS가 잘못 구성되었을 수 나에 연결하고 ping을 통해
있습니다.
Cisco.com에 네트워크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샘플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단일 스위치
트렁크 포트를 사용하는 Nexus 5548
vlan 101
name HX-MGMT
vlan 102
name HX-STORAGE
vlan 103
name HX-vMOTION
vlan 104
name HX-GUESTVM
…
interface Ethernet2/11
description HX-01-Port1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1,103-104
spanning-tree port type edge trunk
speed 1000
interface Ethernet2/12
description HX-01-Port2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2
spanning-tree port type edge trunk
speed 1000
interface Ethernet2/13
description HX-02-Port1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1,103-104
spanning-tree port type edge trunk
speed 1000
interface Ethernet2/14
description HX-02-Port2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2
spanning-tree port type edge trunk
speed 1000
interface Ethernet2/15
description HX-03-Port1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1,103-104
spanning-tree port type edge trunk
speed 1000
interface Ethernet2/16
description HX-03-Port2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2
spanning-tree port type edge trunk
speed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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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포트를 사용하는 Catalyst 3850-48T
vlan 101
name HX-MGMT
vlan 102
name HX-STORAGE
vlan 103
name HX-vMOTION
vlan 104
name HX-GUESTVM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
description HX-01-Port1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1,103,104
switchport mode trunk
speed 1000
spanning-tree portfast trunk
interface GigabitEthernet1/0/2
description HX-01-Port2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2
switchport mode trunk
speed 1000
spanning-tree portfast trunk
interface GigabitEthernet1/0/3
description HX-02-Port1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1,103,104
switchport mode trunk
speed 1000
spanning-tree portfast trunk
interface GigabitEthernet1/0/4
description HX-02-Port2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2
switchport mode trunk
speed 1000
spanning-tree portfast trunk
interface GigabitEthernet1/0/5
description HX-03-Port1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1,103,104
switchport mode trunk
speed 1000
spanning-tree portfast trunk
interface GigabitEthernet1/0/6
description HX-03-Port2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2
switchport mode trunk
speed 1000
spanning-tree portfast trunk

듀얼 스위치
트렁크 포트를 사용하는 Nexus 5548
이 컨피그레이션은 기본 vlan 105를 사용하여 대역 내 관리가 가능한 DHCP를 사용합니다. 이 스위
치는 두 1GbE LOM에 연결되며 dhcp relay를 사용합니다.
ip dhcp relay
…
interface Vlan105
ip address 10.1.2.1/24
ip dhcp relay address 10.1.1.2
no shutdown
vlan 101
name HX-MGMT
vlan 102
name HX-STORAGE
vlan 103
name HX-vMOTION
vlan 104

Cisco Intersight용 Cisco HyperFlex 설치 가이드
35

부록
샘플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name HX-GUESTVM
vlan 105
name HX-DHCP-CIMC
…
interface Ethernet2/11
description HX-01-Port1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native vlan 105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1-105
spanning-tree port type edge trunk
speed 1000
interface Ethernet2/12
description HX-01-Port2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native vlan 105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1-105
spanning-tree port type edge trunk
speed 1000
interface Ethernet2/13
description HX-02-Port1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native vlan 105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1-105
spanning-tree port type edge trunk
speed 1000
interface Ethernet2/14
description HX-02-Port2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native vlan 105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1-105
spanning-tree port type edge trunk
speed 1000
interface Ethernet2/15
description HX-03-Port1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native vlan 105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1-105
spanning-tree port type edge trunk
speed 1000
interface Ethernet2/16
description HX-03-Port2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native vlan 105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101-105
spanning-tree port type edge trunk
speed 1000

스위치 #2에서 동일한 컨피그레이션을 반복합니다. dhcp
합니다.

relay

및 interface

Vlan 105

명령을 제거

트렁크 포트를 사용하는 Catalyst 3850-48T
이 컨피그레이션은 vlan 105에서 정적으로 할당된 CIMC IP를 사용합니다. 모든 vlans는 모든 트렁크
인터페이스에서 허용됩니다. 보안을 위해 switchport trunk allowed vlan 명령어를 모든 포트 컨피
그레이션에 추가하여 HyperFlex VLAN을 구축에 필요한 VLAN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vlan 101
name HX-MGMT
vlan 102
name HX-STORAGE
vlan 103
name HX-vMOTION
vlan 104
name HX-GUESTVM
vlan 105
name HX-CIMC
…
interface GigabitEthernet1/0/1
description HX-01-Port1
switchport mode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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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1000
spanning-tree portfast trunk
interface GigabitEthernet1/0/2
description HX-01-Port2
switchport mode trunk
speed 1000
spanning-tree portfast trunk
interface GigabitEthernet1/0/3
description HX-02-Port1
switchport mode trunk
speed 1000
spanning-tree portfast trunk
interface GigabitEthernet1/0/4
description HX-02-Port2
switchport mode trunk
speed 1000
spanning-tree portfast trunk
interface GigabitEthernet1/0/5
description HX-03-Port1
switchport mode trunk
speed 1000
spanning-tree portfast trunk
interface GigabitEthernet1/0/6
description HX-03-Port2
switchport mode trunk
speed 1000
spanning-tree portfast trunk

스위치 #2에서 동일한 컨피그레이션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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