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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본 가이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해당 분야를 책임지는 데이터 센터 관리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서버 관리
• 스토리지 관리
• 네트워크 관리
• 네트워크 보안

표기 규칙
텍스트 유형

표시

GUI 요소

탭 제목, 영역 이름, 필드 라벨 등의 GUI 요소가 이 글꼴로 표시됩니다.
창, 대화 상자, 마법사 제목과 같은 주요 제목이 이 글꼴로 표시됩니다.

문서 제목

문서 제목은 이 글꼴로 표시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xxxv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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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유형

표시

TUI 요소

텍스트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시스템에 표시되는 텍스트가 이 글
꼴로 표시됩니다.

시스템 출력

시스템에 표시되는 터미널 세션 및 정보가 이 글꼴로 표시됩니다.

CLI 명령

CLI 명령 키워드가 이 글꼴로 표시됩니다.
CLI 명령의 변수가 이 글꼴로 표시됩니다.

[]

대괄호로 묶인 요소는 선택적 요소입니다.

{x | y | z}

필수 대체 키워드는 중괄호로 묶어 세로 선으로 구분합니다.

[x | y | z]

선택적 대체 키워드는 대괄호로 묶어 세로 선으로 구분합니다.

string

따옴표 없는 문자의 집합입니다. 문자열 주변에 따옴표를 사용하지 마십
시오. 그렇지 않으면 따옴표도 문자열에 포함됩니다.

<>

비밀번호와 같이 인쇄할 수 없는 문자는 꺾쇠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한 기본 응답은 대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 #

코드 라인 시작 부분에 있는 느낌표(!) 또는 우물 정자(#)는 코멘트 행을 나
타냅니다.

참고

독자가 참고해야 하는 내용임을 의미합니다. 참고에는 유용한 제안이나 해당 문서에서 다루지 않
는 자료에 대한 참조 정보가 있습니다.

팁

다음 정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팁 정보가 문제 해결 또는 조치
가 될 수는 없지만 Timesaver와 같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독자가 유의해야 하는 내용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장비 손상이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한 방법

설명한 작업이 시간을 절약함을 의미합니다. 단락에서 설명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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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Cisco UCS 문서

경고!

중요 안전 지침
이 경고 표시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를 작동하기 전에 전
기 관련 재해에 유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표준 절차를 숙지하십시오. 각 경고의 끝에는 이 장치
와 함께 제공되는 번역된 안전 경고문에서 해당 번역문을 찾을 수 있도록 명령문 번호가 제공됩
니다.
이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관련 Cisco UCS 문서
문서 로드맵
모든 B-Series 문서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URL http://www.cisco.com/go/unifiedcomputing/b-series-doc
에 있는 Cisco UCS B-Series Servers Documentation Roadmap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C-Series 문서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다음 URL에 있는 Cisco UCS C-Series Servers Documentation
Roadmap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unifiedcomputing/c-series-doc)
관리를 위해 UCS Manager와 통합되는 랙 서버에서 지원되는 펌웨어 버전 및 UCS Manager 버전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 Software 릴리스 번들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문서 자료
문서 업데이트 알림을 받으려면 Twitter에서 Cisco UCS Docs를 팔로우하십시오.

문서 피드백
이 문서에 대한 기술적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오류 또는 생략을 보고하려면 ucs-docfeedback@cisco.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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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신규 및 변경된 정보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릴리스의 신규 및 변경된 정보, 1 페이지

이 릴리스의 신규 및 변경된 정보
다음 표에서는 현재 릴리스의 해당 설명서에 대한 중요 변경 사항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표에는 컨
피그레이션 가이드의 모든 변경 사항 또는 이 릴리스의 모든 새로운 기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릴리스에서 새롭게 지원되는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RL http://www.cisco.com/go/
unifiedcomputing/b-series-doc에 있는 Cisco UCS B-Series Servers Documentation Roadmap을 참조하십
시오.
표 1: Cisco UCS, Release 2.2(1)의 새로운 기능 및 변경된 동작

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Cisco UCS 직접 연결을 통한
C-Series 서버 통합

FEX를 사용하지 않고 Cisco UCS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C-Series 랙 서버를 패브릭 인터커넥 은 Cisco UCS C-Series Server
와 Cisco UCS Manager 2.2의
트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C-Series 통합 설명서는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
/www.cisco.com/en/US/
partner/products/ps11736/
products_installation_and_
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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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Cisco UCS C-Series M3 Rack
Cisco UCS C-Series M3 랙 서버에는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Server의 보드 컨트롤러 펌웨어 보드 컨트롤러 펌웨어가 있으며, 이 은 다음 컨피그레이션 가이
활성화
는 eUSB, I/O 커넥터와 같은 여러 서 드를 참조하십시오.
버 기능을 제어합니다. 이 랙 서버의
• Cisco UCS B-Series GUI
보드 컨트롤러 펌웨어를 활성화할
펌웨어 관리 컨피그레
수 있습니다.
이션 가이드
• Cisco UCS B-Series CLI
펌웨어 관리 컨피그레
이션 가이드
펌웨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
다.http://www.cisco.com/en/
US/products/ps10281/
products_installation_and_
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펌웨어 자동 동기화 서버 정책

최근 검색된 서버의 펌웨어 버전을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언제 어떻게 업그레이드할지 결정할 은 다음 컨피그레이션 가이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최근 검 드를 참조하십시오.
색된 연결되지 않은 서버의 펌웨어
• Cisco UCS B-Series GUI
버전을 기본 호스트 펌웨어 팩에 지
펌웨어 관리 컨피그레
정된 펌웨어 버전과 일치하게 업그
이션 가이드
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검색
• Cisco UCS B-Series CLI
된 직후에 아니면 나중에 펌웨어 업
펌웨어 관리 컨피그레
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실행할지 여부
이션 가이드
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
다.http://www.cisco.com/en/
US/products/ps10281/
products_installation_and_
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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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IPv6 주소 지정

IPv6 주소로 다음 항목을 구성할 수 IPv6 규정 준수, 18 페이지
있습니다.
• 액세스 서비스
• 패브릭 인터커넥트
• 외부 클라이언트
• SNMP 트랩
• 인증서 요청
• IP 풀 및 주소 블록
• VLAN 그룹
• LDAP, RADIUS, TACACS+ 제
공자 그룹
• 블레이드 및 랙 서버 고정 IP
• 서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
필 템플릿
• 백업 및 복원 작업

인밴드 관리 지원

각 CIMC에 대해 인밴드 주소, 즉
인밴드 관리 지원, 26 페이
IPv4 주소 2개와 IPv6 주소 2개를 구 지
성할 수 있습니다. 인밴드 VLAN 그
룹, 서비스 프로필, 서비스 프로필 템
플릿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부팅 순서

레거시 또는 UEFI 부팅 모드 중에서 서버 부팅 구성, 543 페이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3 블레이드 및 랙 서버에서
UEFI 부팅 모드를 통해 부팅 순서에
2단계 디바이스를 추가하여 보안 부
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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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로컬 스토리지 모니터링

블레이드 또는 랙 서버에 물리적으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로 연결된 로컬 스토리지에 대한 상 은 다음 컨피그레이션 가이
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드를 참조하십시오.
여기에는 RAID 컨트롤러, 물리적 드
• Cisco UCS B-Series GUI
라이브 및 드라이브 그룹, 가상 드라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
이브, RAID 컨트롤러 배터리(BBU),
드
TFM(Transportable Flash module) 및
• Cisco UCS B-Series CLI
슈퍼 커패시터, FlexFlash 컨트롤러,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
SD 카드 등이 포함됩니다.
드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드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
products/ps10281/products_
installation_and_
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로컬 SD 카드 모니터링 및
FlexFlash 지원

내부 SD(Secure Digital) 메모리 카드 FlexFlash 지원, 494 페이지
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로컬 디스크
정책에서 FlexFlash를 활성화하고
RAID 쌍의 새로운 SD 카드에
FlexFlash 스크럽 정책을 구성하고
SD 카드의 HV 파티션에서 부팅할
수 있습니다.

TPM 인벤토리

TPM(Trusted Platform Module)의 유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무, 사용 가능 또는 활성화 여부 등 은 다음 컨피그레이션 가이
TPM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드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CS B-Series GUI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
드
• Cisco UCS B-Series CLI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
드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드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
products/ps10281/products_
installation_and_
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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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UDLD 지원

케이블의 물리적 컨피그레이션을 모 UDLD 이해, 326 페이지
니터링하고 단방향 링크의 유무를
감지하는 UDLD(UniDirectional Link
Detection)를 활성화합니다.

VMQ 연결 정책

vNIC에 대한 VMQ 연결 정책을 구 VMQ 연결 정책, 331 페이지
성할 수 있습니다. VMQ는 전체 관
리 운영 체제의 네트워크 성능을 향
상시킵니다.

DIMM 블랙리스팅 지원

메모리 테스트 실행 메시지를 모니 DIMM 블랙리스팅, 502 페이
터링하고 메모리 오류가 발생한
지
DIMM을 DIMM SPD 데이터에서 블
랙리스팅합니다. 그러면 호스트에서
수정 불가한 ECC 오류가 발생한
DIMM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DIMM 수정 가능 오류 처리

서버의 모든 DIMM에서 수정 가능 DIMM 수정 가능 오류 처리,
및 수정 불가 메모리 오류를 재설정 501 페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인증

서드파티 인증 소프트웨어와 연계할 이중 인증, 152 페이지
때 비밀번호와 함께 RADIUS 및
TACACS+ 제공자 그룹에 대한 토큰
로그인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Cisco
UCS Manager에 대한 더 안전한 액세
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KVM 직접 액세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KVM 직접 액세스, 732 페이
직접 블레이드 및 랙 서버에 액세스 지
할 수 있습니다. OOB IPv4 관리 인터
페이스 주소만 KVM Direct 액세스
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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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Hyper-V SRIOV를 위한 VM-FEX Cisco UCS Manager과 Microsoft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통합
SCVMM의 통합은 VM-FEX 기술을 은 다음 컨피그레이션 가이
Microsoft 가상화 플랫폼으로 확장합 드를 참조하십시오.
니다. 이 아키텍처를 통해 Cisco UCS
• Cisco UCS Manager
Manager에서 Microsoft SCVMM의
VM-FEX for Hyper-V
네트워크 스택 설정에 사용할 네트
GUI Configuration
워킹 개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Guide
Microsoft SCVMM은 Cisco UCSM에
• Cisco UCS Manager
서 생성한 네트워킹 개체를 사용하
VM-FEX for Hyper-V
고 VM을 호스팅하는 Microsoft
CLI Configuration Guide
Hyper-V 호스트에 이를 구축합니다.
VM-FEX 컨피그레이션 가이
Hyper-V에서는 가상 연결 구축에
SR-IOV 기술을 사용합니다. Release 드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
다. http://www.cisco.com/en/
2.2의 SR-IOV 지원으로 Microsoft
SCVMM과의 관리 플레인 통합이 한 US/products/ps10281/
층 더 강화되고 Hyper-V 호스트에 products_installation_and_
대한 중앙 집중식 VM 네트워크 관 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구축에서는
Cisco UCS VIC어댑터에서 제공하
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VM을 인
식하게 해주는 SR-IOV 기술을 활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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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isco UCS, Release 2.2(2)의 새로운 기능 및 변경된 동작

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Netflow 모니터링

Netflow 지원 라우터가 보내는 IP 트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래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은 다음 컨피그레이션 가이
드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CS B-Series GUI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
드
• Cisco UCS B-Series CLI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
드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드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
products/ps10281/products_
installation_and_
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LACP

링크 어그리게이션 그룹에 대한 추
가 제어를 위해 LACP(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CP 정책, 325 페이지

노후 수준 모니터링

특정 Cisco UCS 블레이드 서버에 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치된 SSD(solid state drive)의 수명을 은 다음 컨피그레이션 가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드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CS B-Series GUI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
드
• Cisco UCS B-Series CLI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
드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드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
products/ps10281/products_
installation_and_
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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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CIMC 보안 확장

원격 연결을 제한하고 vMedia 암호 CIMC 보안 정책, 483 페이지
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모니터링

특정 Cisco UCS 랙 서버에 설치된 그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래픽 카드 및 컨트롤러의 속성을 볼 은 다음 컨피그레이션 가이
수 있습니다.
드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CS B-Series GUI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
드
• Cisco UCS B-Series CLI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
드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드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
products/ps10281/products_
installation_and_
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펌웨어 확장 자동 설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경고 및 잠재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적 문제의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 은 다음 컨피그레이션 가이
다.
드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CS Manager
VM-FEX for Hyper-V
GUI Configuration
Guide
• Cisco UCS Manager
VM-FEX for Hyper-V
CLI Configuration Guide
VM-FEX 컨피그레이션 가이
드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
다. http://www.cisco.com/en/
US/products/ps10281/
products_installation_and_
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KVM 확장

새롭게 설계된 가상 KVM 콘솔에서 가상 KVM 콘솔 , 728 페이지
는 가상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기능
에 대한 메뉴 액세스가 가능해졌습
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8

신규 및 변경된 정보
이 릴리스의 신규 및 변경된 정보

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Scriptable vMedia 지원

원격 파일 위치에서 가상 미디어를 CIMC 마운트 vMedia, 534 페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지
CLI 및 WebGUI CIMC 인터페이스
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NFS, CIFS, HTTP, HTTPS 등 여러 공
유 유형을 지원합니다.

커뮤니티 VLAN 지원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커뮤니티
커뮤니티 VLAN, 258 페이지
VLAN을 생성하고 여러 커뮤니티
VLAN을 지정된 단일 기본 VLAN
하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서버 vNIC에 대한 커뮤니티 액세
스와 함께 프로미스큐어스 액세스
및 트럭 모드도 지원합니다.

표 3: Cisco UCS, Release 2.2(3)의 새로운 기능 및 변경된 동작

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Anonymous Reporting

SMTP 서버로부터 익명 보고서를 가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콜 홈이 은 다음 컨피그레이션 가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활성화할 수 드를 참조하십시오.
있습니다.
• Cisco UCS B-Series GUI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
드
• Cisco UCS B-Series CLI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
드
시스템 모니터링 가이드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
products/ps10281/products_
installation_and_
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이벤트 탐지 및 작업

NiErrStats 정책을 사용하여 활성 네 이벤트 탐지 및 작업
트워크 인터페이스 포트에 대한 오
류 통계를 검색합니다. 검색된 정보
가 Cisco UCS Manager로 전송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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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DIMM 블랙리스팅 지원

이제 Cisco C-Series 랙 서버를 지원
합니다.

DIMM 블랙리스팅, 502 페이
지

C-Direct 랙 라이센스

랙 서버에 연결된 포트에서 C-Direct C-Direct Rack 라이센싱 지
랙 라이센스가 지원됩니다.
원, 219 페이지

CIMC 보안 부팅

Cisco 서명 펌웨어 이미지만 Cisco CIMC 보안 부팅, 545 페이지
C-Series 랙 서버에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UEFI 보안 부팅

이제 Cisco C-Series 랙 서버를 지원
합니다.

FX3S 컨트롤러

업데이트된 SD 카드용 컨트롤러를 FlexFlash FX3S 지원, 495 페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재설정하고
이지
SD 카드를 포맷하고 쌍을 구성하는
SD 카드의 자동 동기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서버 부팅 구성, 543 페이지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대한 스테 NVGRE를 사용하여 체크섬 오프로 NVGRE와의 스테이트리스
이트리스 오프로드(NVGRE)
드에 대한 이더넷 어댑터 정책을 생 오프로드를 활성화하도록 이
성할 수 있습니다.
더넷 어댑터 정책 구성, 309
페이지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대한 스테 VXLAN을 사용하여 체크섬 오프로 VXLAN과의 스테이트리스
이트리스 오프로드(VXLAN)
드에 대한 이더넷 어댑터 정책을 생 오프로드를 활성화하도록 이
성할 수 있습니다.
더넷 어댑터 정책 구성, 310
페이지

표 4: Cisco UCS, Release 2.2(4)의 새로운 기능 및 변경된 동작

기능

설명

Microsoft SMB Direct를 위한
RoCE(RDMA over Converged
Ethernet) 지원.

동일한 이더넷 브로드캐스트 도메 SMB Direct를 위한
인에 속한 두 호스트 간의 통신을 가 RoCE(RDMA Over Converged
능하게 합니다. RoCE는 기존 네트 Ethernet), 303 페이지
워크 소켓 구현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레이턴시가 짧고 CPU
사용률 및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률
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Microsoft
SMB Direct와 RoCE는 Windows 2012
R2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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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위치

신규 및 변경된 정보
이 릴리스의 신규 및 변경된 정보

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패브릭 인터커넥트 vEthernet 인 Cisco ACI를 사용할 경우 LAN 업링
터페이스에 대한 LLDP 지원
크가 ACI 리프 노드에 연결됩니다.
Cisco UCS Manager Release 2.2.4에
서는 vEthernet 인터페이스에서
LLDP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 기반 포트 오류 처리

패브릭 인터커넥트 vEthernet
인터페이스에 대한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구성, 321 페이지

Cisco UCS Manager가 활성 NI 포트 정책 기반 포트 오류 처리,
에서 오류를 감지할 경우 그리고 오 114 페이지
류 비활성화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오류가 발생
한 NI 포트에 연결된 각각의 FI 포트
를 자동으로 비활성화합니다.

고급 로컬 스토리지 컨피그레이 이 확장으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스토리지 프로필, 641 페이지
션
있게 되었습니다.
• 여러 가상 드라이브를 구성합
니다.
• 스토리지 디스크의 수, 이 디스
크의 역할 및 용도, 기타 스토
리지 매개변수를 유연성 있게
정의하기 위해 스토리지 프로
필을 생성하고 사용합니다.
• 로컬 LUN 또는 JBOD 디스크
를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위한
기본 부팅 디바이스로 지정합
니다.
• 여러 컨트롤러에서 로컬 스토
리지를 구성합니다.
• OOB 로컬 스토리지를 구성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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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변경된 정보
이 릴리스의 신규 및 변경된 정보

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자동 내부 백업

인프라 펌웨어가 업그레이드되는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동안 자동 전체 상태 내부 백업 파일 은 다음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을 생성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CS B-Series CLI
펌웨어 관리 컨피그레이
션 가이드
펌웨어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
다. http://www.cisco.com/c/en/
us/support/
servers-unified-computing/
ucs-manager/
products-insta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패브릭 인터커넥트 트래픽 비우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패브릭 인터 패브릭 비우기, 75 페이지
기
커넥트를 비울 수 있습니다. 즉 IOM
또는 FEX를 통해 연결된 모든 서버
에서 시작하여 패브릭 인터커넥트
를 지나는 트래픽 플로우가 없습니
다.
IOM 승인

섀시의 특정 IOM을 승인할 수 있습 IO 모듈 승인, 743 페이지
니다.

TPM(Trusted Platform Module)
지원

TPM 및 TXT를 활성화하고 비활성 Trusted Platform Module, 477
화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4 블 페이지
레이드 및 랙 마운트 서버는 TPM 및
TXP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CDN(Consistent Device Naming) 이더넷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일관 일관성 있는 디바이스 이름
지원
성 있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CDN은 지정, 479 페이지
Windows 2012 R2에서만 지원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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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변경된 정보
이 릴리스의 신규 및 변경된 정보

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Scriptable vMedia 확장

가변 매핑 파일 이름—vMedia 마운 vMedia 정책 생성, 535 페이지
트 이미지의 파일 이름을 수동으로
지정하거나 vMedia 정책이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의 이름으로 자동 지
정할 수 있습니다.
CIFS 인증 프로토콜 지원—원격 서
버와의 통신용 프로토콜로 CIFS를
사용할 경우 인증에 사용할 프로토
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NMP 호스트 이름 확장

SNMP 트랩을 생성하는 동안 IPv4 SNMP 트랩 생성, 143 페이지
주소의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을 SNMP 호스트 이름으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확장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을 생성할 때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생성,
스토리지 디스크 유형을 HDD 또는 514 페이지
SSD로 지정하거나 미지정으로 둘
수 있습니다.

UEFI 부팅 모드를 이용한 서비
스 프로필 마이그레이션 지원

어떤 서버의 서비스 프로필을 다른 UEFI 부팅 매개변수, 585 페
서버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목적지 이지
서버의 BIOS는 계속 부팅 로더 정보
를 로드하고 UEFI 부팅 모드에서 부
팅합니다.

NVGRE의 IPv6 및 VMQ 지원

동일한 vNIC에서 VMQ 및 NVGRE 동일한 vNIC에서 VMQ 및
오프로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NVGRE 오프로딩 활성화,
3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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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변경된 정보
이 릴리스의 신규 및 변경된 정보

기능

설명

설명서 위치

usNIC의 Intel MPI 지원

Cisco usNIC를 개방형 및 Intel® MPI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기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은 다음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설정 및 설치 지침을 제공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CS B-Series
Blade Server를 위한
Cisco usNIC 구축 설명
서
• Cisco UCS C-Series 랙
마운트 독립형 서버를
위한 Cisco usNIC 구축
설명서
usNIC 구축 설명서는 여기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www.cisco.com/c/
en/us/support/
servers-unified-computing/
ucs-manager/
products-insta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 http://www.cisco.com/c/
en/us/support/
servers-unified-computing/
ucs-c-series-rack-mount-standalone-server-software/
products-insta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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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개요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정보 , 15 페이지
• 유니파이드 패브릭, 16 페이지
• IPv6 규정 준수, 18 페이지
• 서버 아키텍처 및 연결, 20 페이지
• CIMC 인밴드 관리, 24 페이지
• 트래픽 관리, 26 페이지
• 옵트인 기능, 31 페이지
• Cisco UCS의 가상화, 33 페이지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정보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Cisco UCS)은 액세스 레이어 네트워킹과 서버를 융합한 솔루션입니
다. 이 고성능 차세대 서버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에 뛰어난 워크로드 민첩성 및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Cisco 통합 패브릭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일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에서 여러 유형의 데이터 센터 트래픽을 실행합니다.
아키텍처 간소화
Cisco UCS의 간소화된 아키텍처로 필요한 디바이스 수를 줄이고 스위칭 리소스를 중앙화합니다. 섀
시 내 스위칭을 없애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의 단편화를 크게 줄입니다.
Cisco UCS는 랙 및 랙 그룹 내에서 Cisco Unified Fabric을 구현하면서 10기가비트 Cisco 데이터 센터
이더넷 및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링크를 통해 이더넷 및 파이버 채널 프로토콜을 지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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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파이드 패브릭

이와 같은 획기적인 간소화로 스위치, 케이블, 어댑터, 관리 지점 수가 2/3 가량 감소합니다. Cisco UCS
domain의 모든 디바이스는 단일 관리 도메인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중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고가용성을 유지합니다.
고가용성
Cisco UCS의 관리 및 데이터 플레인은 고가용성 및 이중 액세스 레이어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Cisco UCS는 데이터 복제, 애플리케이션 레벨 클러스터링 기술 등 데이
터 센터를 위한 기존 고가용성 및 재해 복구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확장성
단일 Cisco UCS domain이 다중 섀시와 그 서버를 지원합니다. 이 모두 단일 Cisco UCS Manager에서
관리합니다. 확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유연성
Cisco UCS domain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리소스
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현된 이러한 유연성은 스테이트리스 컴퓨팅 기능을
완전히 구현할지 여부에 좌우됩니다.
서버 및 기타 시스템 리소스의 풀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여 워크로드 변동에 대처하고 새로운 애플리
케이션을 지원하고 기존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확장하고 예정된 및 예기치 않은 다운타
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 아이덴티티를 모바일 서비스 프로필에 추상화하여 서버 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다운타임은 최소화되며 추가적인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도 필요하지 않습
니다.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서버 아이덴티티를 변경하거나 서버, LAN, SAN을 재구성하지 않고도 빠르고
편리하게 서버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윈도우에 신속하게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서버 구축으로 예기치 않은 워크로드 수요를 해결하고 리소스 및 트래픽을 균형적으로 조
정합니다.
• 어떤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한 다음 더 넉넉한 I/O 용
량 및 메모리 리소스를 갖춘 다른 서버에서 다시 부팅합니다.
서버 가상화를 위한 최적화
Cisco UCS는 VM-FEX 기술을 구현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서버 가상화를 더 효과
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테면 더 우수한 정책 기반 컨피그레이션 및 보안을 제공하고 기업의 운영 모
델을 준수하며 VMware VMotion을 수용합니다.

유니파이드 패브릭
유니파이드 패브릭에서는 여러 유형의 데이터 센터 트래픽이 단일 DCE(Data Center Ethernet) 네트워
크를 통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패브릭에서는 서버에 일련의 각기 다른 HBA 및 NIC를 두
지 않고 단일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이 어댑터 유형은 동일한 케이블에서 LAN 및
SAN 트래픽을 모두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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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Cisco UCS에서는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를 통해 파이버 채널 및 이더넷 트래픽이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서버 간의 동일한 물리적 이더넷 연결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연결은 서
버의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에서 종료하며 유니파이드 패브릭은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업링크 포
트에서 종료합니다. 코어 네트워크에서는 LAN 트래픽과 SAN 트래픽이 여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Cisco UCS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 범위에 유니파이드 패브릭을 구현할 필요 없습니다.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는 운영 체제에 이더넷 인터페이스와 파이버 채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
다. 서버에서는 운영 체제가 FCoE 캡슐화를 알지 못하고 표준 파이버 채널 HBA로 인식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는 서버용 이더넷 포트가 이더넷 및 파이버 채널 트래픽을 수신합니다. 이 패
브릭 인터커넥트는 (Ethertype으로 프레임을 구별하면서) 두 트래픽 유형을 분리합니다. 이더넷 프레
임과 파이버 채널 프레임은 각각의 업링크 인터페이스로 스위칭됩니다.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Cisco UCS에서는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파이버 채널을 제공합
니다. 상위 파이버 채널 레이어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파이버 채널 운영 모델이 유지됩니다. FCoE 네
트워크 관리 및 컨피그레이션은 기본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와 비슷합니다.
FCoE에서는 물리적 이더넷 링크를 지나는 파이버 채널 트래픽을 캡슐화합니다. FCoE는 이더넷을 지
날 때 전용 Ethertype인 0x8906을 사용하여 캡슐화되므로 FCoE 트래픽 및 표준 이더넷 트래픽을 동일
한 링크에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FCoE는 ANSI T11 표준 위원회에서 표준화했습니다.
파이버 채널 트래픽은 무손실 전송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FCoE는 기본 파이버 채널의 버퍼 간 크레
딧 시스템 대신 이더넷 링크를 사용하여 무손실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이더넷 링크는 FCoE 트래픽에 무손실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2가지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링크 레벨 플로우 제어
• 우선 순위 플로우 제어

링크 레벨 플로우 제어
IEEE 802.3x 링크 레벨 플로우 제어에서는 혼잡한 수신기가 엔드포인트에 신호를 보내 잠깐 동안 데
이터 전송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 레벨 플로우 제어는 링크에서 모든 트래픽을 일시 정
지시킵니다.
전송 방향과 수신 방향은 각각 구성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링크 레벨 플로우 제어는 양방향에서 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각 이더넷 인터페이스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우선 순위 플로우 제어 또는 링크 레벨 플로우 제어
중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 플로우 제어
PFC(priority flow control) 기능은 이더넷 링크의 특정 트래픽 클래스에 일시 정지 기능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PFC는 FCoE 트래픽에 대해 무손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 이더넷 트래픽에는 best-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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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PFC는 (IEEE 802.1p 트래픽 클래스를 사용하여) 특정 이더넷 트래픽
클래스에 다양한 레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PFC는 IEEE 802.1p CoS 값에 따라 일시 정지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PFC를 활성화할 경우 연결된 커넥터가 특정 CoS 값의 패킷에 일시 정지 기능을 적용하도록 구성합
니다.
기본적으로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협상을 통해 PFC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협상이 성공하면 PFC가 활
성화되고 링크 레벨 플로우 제어는 (컨피그레이션 설정과 상관없이) 비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PFC
협상이 실패할 경우 강제적으로 PFC를 인터페이스에서 활성화하거나 IEEE 802.x 링크 레벨 플로우
제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IPv6 규정 준수
Cisco UCS Manager에서는 IPv6 주소 지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다음 이유로 중요합니다.
• IPv4 주소는 IPv6 주소보다 주소 공간이 더 짧습니다.
• 고유한 IPv4 주소의 개수는 유한하며 인터넷 주소 지정 기구에 쓰이는 할당 체계 때문에 가용 주
소 감소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 IPv6 주소는 주소 공간이 더 크며 가용 IPv6 주소의 풀도 IPv4 주소의 풀보다 훨씬 큽니다.
• IPv6 표준을 준수하는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만 구매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IPv4 주소 지정을 지원하는 모든 기능은 IPv6도 지원합니다.

참고

공용 전역 유니캐스트 IPv6 주소만 지원됩니다.
IPv6 주소를 사용하여 관리 인터페이스, Cisco Cisco UCS Manager GUI, KVM 콘솔, SSH over SoL에
대한 인밴드 액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IPv6 주소는 CIMC에 대한 OOB(out-of-band) 액세스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서비스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IPv6 주소를 지원합니다.
• HTTP 및 HTTPS
• SSH
• 텔넷
• CIM XML
• SNMP
• 플래시 정책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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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지원
다음과 같은 외부 클라이언트가 IPv6 주소를 지원합니다.
• NTP
• DNS
• DHCP
• LDAP
• RADIUS
• TACACS+
• SSH
• Syslog
• vCenter
•콜홈
• NFS
패브릭 인터커넥트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초기 설정에서는 관리 IP 주소,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에 IPv6 주소를 사용
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클러스터 설정에서 패브릭 A가 IPv6 주소를 사용하여 구성되고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이 활성화될
경우, 나중에 패브릭 B가 구성되면 설정 프로세스에서는 패브릭 A로부터 주소 유형을 검색하고 IPv6
주소를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초기 설정이 완료된 후 OOB 액세스를 위해서는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위해 IPv4 주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Cisco UCS Manager와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IPv4 주소 및 IPv6 주소 모두에서 OOB 액세스를 지원합
니다.
IPv6 주소 지정을 지원하는 컨피그레이션
IPv6 주소를 사용하여 키 링 인증서 요청, SNMP 트랩, 관리 IP 풀 및 주소 블록, 서비스 프로필, 서비
스 프로필 템플릿, VLAN 그룹, 백업 및 복원 작업, 코어 파일 내보내기, Cisco UCS Manager Syslog,
NTP 서버, 관리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정책의 ARP 대상, SEL(System Event Log) 관리, 라이센스 관리,
펌웨어 다운로드, 콜 홈, vCenter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LDAP, RADIUS, TACACS+ 인증 서비스 제공자 컨피그레이션 모두 IPv6 주소 지정을 지원합니다.
서버
Cisco UCS 블레이드 및 랙 서버는 고정 IPv6 주소를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에 대한 인밴드 액세스는 IPv6 주소를 사용하여 가능합니다. 인밴드
액세스 속도가 더 빠른데,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서버 간의 관리 트래픽 플로우에 상위 대역폭 업링크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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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isco UCS M3 및 M4서버에서만 IPv6 주소를 지원합니다. Cisco UCS M1 및 M2 서버에 대한 IPv6
주소 지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버 아키텍처 및 연결
서비스 프로필 개요
서비스 프로필은 Cisco UCS의 중심 개념입니다. 각 서비스 프로필에는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다. 해
당 서버 하드웨어가 호스팅할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컨피그레이션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프로필은 서버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패브릭 연결, 서버 및 네트워크 ID에 대한 컨피그레이
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Cisco UCS Manager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모든 서비스 프로필은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고 저장합니
다.
각 서버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중요

어느 시점에서든 각 서버는 단 하나의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서비스 프로
필은 한 번에 단 하나의 서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서버와 연결하면 그 서버는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준비가 되며 서비
스 프로필을 통해 서버의 컨피그레이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가 실패
할 경우 서비스 프로필은 자동으로 다른 서버에 페일오버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이 서버에서 연결 해제되면 서버의 ID 및 연결 정보가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통한 네트워크 연결
각 서비스 프로필에서는 서버에 대해 Cisco UCS 인프라를 지나 외부 네트워크로 향하는 LAN 및 SAN
네트워크 연결을 지정합니다. Cisco UCS 서버 및 기타 구성 요소에 대해 수동으로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이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서버와 연결할 때 Cisco UCS 내부 패브릭은 서비스 프로필의 정보로 구성됩니다.
프로필이 예전에 다른 서버와 연결되었다면 네트워크 인프라는 새 서버에 대해 동일한 네트워크 연
결을 지원하도록 재구성됩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통한 컨피그레이션
서비스 프로필은 리소스 풀 및 정책을 활용하여 서버 및 연결 컨피그레이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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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에 의해 구성된 하드웨어 구성 요소
서비스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되면 다음 구성 요소가 프로필의 데이터에 따라 구성됩니다.
• BIOS 및 CIMC를 포함한 서버
• 어댑터
• 패브릭 인터커넥트
이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직접 구성할 필요 없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통한 서버 ID 관리
제조 시 서버 하드웨어에 번인된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ID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ID 풀(예:
MAC, WWN, UUID)을 통해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한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 정보의 예입니다.
• 프로필 이름 및 설명
• UUID(unique server identity)
• MAC 주소와 같은 LAN 연결 특성
• WWN과 같은 SAN 연결 특성
서비스 프로필에 의해 구성된 운영 요소
다음과 같은 서버의 일부 운영 기능을 서비스 프로필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펌웨어 패키지 및 버전
• 운영 체제 부팅 순서 및 컨피그레이션
• IPMI 및 KVM 액세스
서비스 프로필을 통한 vNIC 컨피그레이션
vNIC는 물리적 네트워크 어댑터에 구성된 가상화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이며 서버의 운영 체제는
이를 물리적 NIC처럼 인식합니다. 시스템의 어댑터 유형에 따라 생성 가능한 vNIC 개수가 결정됩니
다. 예를 들어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는 2개의 NIC가 있습니다. 즉 각 어댑터에서 최대 2개의 vNIC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vNIC는 이더넷을 통해 통신하며 LAN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적어도 각 vNIC는 이름 및 패브릭/네트
워크 연결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통한 vHBA 컨피그레이션
vHBA는 물리적 네트워크 어댑터에 구성된 가상화된 호스트 버스 어댑터이며 서버의 운영 체제는 이
를 물리적 HBA처럼 인식합니다. 시스템의 어댑터 유형에 따라 생성 가능한 vHBA 개수가 결정됩니
다. 예를 들어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는 2개의 HBA가 있습니다. 즉 각 어댑터에서 최대 2개의
vHBA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HBA가 전혀 없습니다. 즉 이
어댑터에 대해서는 vHBA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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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BA는 FCoE를 통해 통신하며 SAN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적어도 각 vHBA는 이름 및 패브릭 연결
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서버 ID를 재정의하는 서비스 프로필
이 서비스 프로필 유형은 유연성 및 제어를 극대화합니다. 이 프로필을 통해 연결 시점의 서버 ID 값
을 재정의하고 Cisco UCS Manager에 설정된 리소스 풀 및 정책을 사용하여 일부 관리 작업을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프로필을 어떤 서버로부터 연결 해제했다가 다른 서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연
결은 수동으로 또는 자동화된 서버 풀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UUID, MAC 주소와 같이
새 서버에 번인된 설정은 서비스 프로필의 컨피그레이션으로 덮어쓰기됩니다. 그로 인해 서버의 변
경 사항이 네트워크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어떤 구성 요소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재구
성하지 않고도 새 서버의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필은 다음과 같은 리소스 풀 및 정책을 통해 시스템 리소스를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
다.
• MAC 주소 풀, WWN 주소 풀, UUID 풀 등 가상화된 ID 정보
• 이더넷 및 파이버 채널 어댑터 프로필 정책
• 펌웨어 패키지 정책
• 운영 체제 부팅 순서 정책
서비스 프로필에 전력 관리 정책, 서버 풀 자격 조건 정책, 특정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한 정
책이 없는 한 이 프로필은 Cisco UCS domain의 어떤 서버 유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프로필을 랙 마운트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서버 중 하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
필 마이그레이션 기능은 서비스 프로필의 마이그레이션 제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마이그레이션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기존 서버 프로필을 마이그레이션하
기 전에 새 서버에 대한 호환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양쪽 서버의 하드웨어가 유사하지 않
으면 연결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서버 ID를 상속한 서비스 프로필
이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 프로필은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필은 서버의
기본값을 사용하며 랙 마운트 서버의 관리 방식을 모방합니다. 특정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서
버로 이동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기 위해 풀 또는 컨피그레이션 정책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 서비스 프로필은 다음과 같이 연결 시점에 존재하는 ID 및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상속하고 적용합
니다.
• 두 NIC의 MAC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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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 또는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의 경우 두 HBA의 WWN 주소
• BIOS 버전
• 서버 UUID

중요

이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상속된 서버 ID 및 컨피그레이션 정보가 제조 시 서버 하드웨어에 번인
된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이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되기 전에 값이 변경된 것입니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사용하면 vNIC 및 vHBA 수와 같은 동일한 기본 매개변수를 갖고 동일한 풀
에서 ID 정보를 얻는 여러 서비스 프로필을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팁

기존 서비스 프로필과 비슷한 값을 갖는 서비스 프로필 하나만 필요할 경우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서비스 프로필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할 서버를 구성하기 위해 비슷한 값을 갖는 서비스 프
로필 몇 개가 필요할 경우 수동으로 또는 기존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여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을 사용하여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Cisco UCS에서는 다음 유형의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지원합니다.
초기 템플릿
초기 템플릿에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은 템플릿의 모든 속성을 상속합니다. 초기 서비스 프로
필 템플릿에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은 템플릿에 바인딩됩니다. 그러나 초기 템플릿을 변경하
더라도 바인딩된 서비스 프로필에 자동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바인딩된 서비스 프로필에 변
경 사항을 전파하려면 바인딩을 해제하고 초기 템플릿에 다시 바인딩합니다.
업데이트 템플릿
업데이트 템플릿에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은 이 템플릿의 모든 속성을 상속하며 템플릿에 연
결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템플릿이 변경되면 그 템플릿에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참고

초기 템플릿에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 및 일반 서비스 프로필은 Reset(재설정)을 누를 때 순차적
풀에서 가장 낮은 ID를 가져옵니다.
업데이트 템플릿에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은 Reset(재설정)을 누르면 순차적 풀에서 더 낮은 ID
가 사용 가능하더라도 동일한 ID를 유지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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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 Cisco UCS 구성 요소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부팅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서
버는 PXE 부팅, 다른 SAN 부팅을 지원하고 또 다른 서버는 로컬 스토리지 부팅이 가능하게 합니다.
정책을 통해 시스템 내에서 기능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생성한
서비스 프로필에 쓰일 정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LAN 관리자는 시스템에 대한 어댑터 정
책 및 QoS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LAN 관리 전문성이 없어나 제한적인 누군가가
만든 서비스 프로필에 쓰일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2가지 유형의 정책을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버 및 기타 구성 요소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정책
• 특정 관리, 모니터링, 액세스 제어 기능을 다루는 운영 정책

풀
풀은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ID 혹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 리소스의 모음입니다. 모든 풀은 서비스
프로필의 유연성을 높이며 시스템 리소스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풀을 사용하여 구성되지 않은 서버 또는 가용 서버 ID 정보 범위를 데이터 센터에 유의미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특성을 갖는 구성되지 않은 서버로 풀을 생성하고 이 풀을 서
비스 프로필에 넣을 경우, 정책을 통해 이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 가능한 미구성 서버와 연결할 수 있
습니다.
MAC 주소와 같은 식별 정보를 풀링함으로써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할 서버의 범위를 미리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동일한 MAC 주소, UUID, WWN 범위 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풀
도메인 풀은 로컬 Cisco UCS domain에서 정의되고 해당 Cisco UCS domain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
다.
전역 풀
전역 풀은 Cisco UCS Central에서 정의되고 여러 Cisco UCS domains끼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된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전역 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IMC 인밴드 관리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에 대한 인밴드 관리 액세스를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멀티테넌트,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 구축 환경에서 테넌트 트래픽과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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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OOB(out-of-band) 관리 트래픽은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드나들고
관리 포트를 통해 관리 플레인을 지납니다. 그로 인해 관리 포트에서 병목 현상을 유발하고 CPU 대역
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밴드 관리에서는 CIMC 트래픽이 데이터 트래픽과 동일한 경로를 지나며 업링크 포트를 통해 패브
릭 인터커넥트를 드나듭니다. 업링크 포트의 가용 대역폭이 높을수록 인밴드 액세스에서 관리 트래
픽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트래픽 병목 현상 및 CPU 스트레스 위험이 줄어듭니다. OOB(out-of-band)
및 인밴드 주소 풀 모두 Cisco UCS Manager에서 관리 액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OOB 액세스는
IPv4 주소만 지원합니다. 인밴드 액세스는 IPv4 및 IPv6 주소 모두 지원하므로 단일 또는 이중 스택 관
리가 가능합니다.
Cisco UCS Manager 블레이드 및 랙 서버에서 구성 가능한 두 OOB 관리 인터페이스 주소는 다음과 같
습니다.
• 전역 ext-mgmt 풀을 통해 물리적 서버에 지정되는 OOB IPv4 주소
• 물리적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서 파생된 OOB IPv4 주소
또한 최대 4개의 인밴드 관리 인터페이스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서버에 지정된 인밴드 IPv4 주소
• 물리적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서 파생된 인밴드 IPv4 주소
• 물리적 서버에 지정된 인밴드 IPv6 주소
• 물리적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서 파생된 인밴드 IPv6 주소
각 서버에 대한 여러 인밴드 관리 IP 주소는 추가 CIMC 세션을 지원합니다. OOB 및 인밴드 주소를
모두 구성할 경우 사용자는 서버, SSH to SoL, 서비스 프로필, KVM Launch Manager, Cisco UCS Manager
GUI 웹 URL에서 KVM을 실행할 때 KVM 콘솔 대화 상자의 주소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MC 인밴드 액세스는 다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KVM 콘솔
• SSH to CIMC for SoL
• vMedia for ISO, 가상l CD/DVD, 이동식 디스크, 플로피

참고

Cisco UCS M3 및 M4 서버만 인밴드 CIMC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Cisco UCS M1 및 M2 서버에 대
한 인밴드 CIMC 액세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IPv4 또는 IPv6 주소의 인밴드 IP 풀을 구성하고 이를 서버에 주소를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밴드 VLAN 그룹을 구성하고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서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인밴드 네트워크(VLAN)를 선택하려면 인밴드 프로필
에 인밴드 VLAN 그룹을 구성해야 합니다.
인밴드 CIMC 주소를 Cisco UCS M3 및 M4서버에 지정하려면 인밴드 프로필에 네트워크 및 IP 풀 이
름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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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Manager Release 2.2 다운그레이드 고려 사항

주의

Cisco UCS Manager Release 2.2에서 Release 2.1 이하로 다운그레이드하기 전에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을 제거해야 합니다.
• 인밴드가 구성된 서비스 프로필의 인밴드 컨피그레이션
• 인밴드가 구성된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의 인밴드 컨피그레이션
• 인밴드 액세스를 위해 구성된 서버 CIMC IP 주소
• IPv6 주소로 구성된 IP 풀 및 주소 블록
• 인밴드 VLAN 그룹, 네트워크, IP 풀 이름 등 LAN 클라우드와 연결된 전역 정책 인밴드 프로
필
다운그레이드에 앞서 모든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다운그레이드 작업은 실
패합니다. 인밴드 관리 및 IPv6 주소는 Cisco UCS Manager Release 2.1 이하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
문입니다.

인밴드 관리 지원
인밴드 관리 액세스는 Cisco UCS Manager에서 다음 외부 서비스에 대해 지원됩니다.
• KVM
• vMedia for ISO, 가상 CD/DVD, 이동식 디스크, 플로피
• SSH to SoL
IPv4 또는 IPv6 주소의 인밴드 IP 풀을 구성하고 이를 서버에 주소를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밴드 VLAN 그룹을 구성하고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서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 관리
초과 서브스크립션
여러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동일한 패브릭 인터커넥트 포트에 연결되어 있으면 초과 서브스크립션이
일어납니다. 이 조치는 패브릭 인터커넥트 사용을 최적화합니다. 포트가 임의의 기간에 최대 속도로
실행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과 서브스크립션을 올바르게 구성할 경우 미사용 대
역폭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구성된 초과 서브스크립션 때문에 대역폭 경합이
발생하고 초과 서브스크립션 포트를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QoS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서버에서 단일 업링크 포트를 공유할 경우 모든 서버에서 업링크 포트 가용 대역폭
보다 높은 누적 속도로 데이터 전송을 시도하면 초과 서브스크립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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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서브스크립션 고려 사항
다음 요소는 Cisco UCS domain에서 초과 서브스크립션을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링크 포트 대 서버용 포트의 비율
시스템에 몇 개의 서버용 포트와 업링크 포트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율이 성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서버까지 통신 가능한 포트가 20개 있고 네트워크까지
통신 가능한 포트는 2개뿐일 경우 업링크 포트는 초과 서브스크립션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생성하
는 트래픽의 양도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네트워크까지의 업링크 포트 수
Cisco UCS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LAN의 상위 레이어 사이에 업링크 포트를 추가하여 대역폭을 늘릴
수 있습니다. Cisco UCS에서는 모든 서버 및 NIC가 LAN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포트 인터커넥트당 1
개 이상의 업링크 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LAN 업링크 수는 모든 Cisco UCS 서버의 총 대역폭 필요량
에 따라 결정됩니다.
61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경우 파이버 채널 업링크 포트는 확장 슬롯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사용 가능한 파이버 채널 업링크 수를 늘리려면 확장 슬롯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더넷 업링크
는 고정 슬롯 및 확장 슬롯에만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 버전 2.0 이상을 실행하는 62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경우 이더넷 업링크
포트와 파이버 채널 업링크 포트 모두 기본 모듈과 확장 모듈에서 구성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개의 Cisco UCS 5100 시리즈 섀시가 있는데 절반 너비 Cisco UCS B200-M1 서버로 완전히
채워져 있다면 16개의 서버가 있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당 1
개의 LAN 업링크가 있으므로 이 16개의 서버가 20GbE의 LAN 대역폭을 공유합니다. 추가 용량이 필
요할 경우 패브릭 인터커넥트로부터 업링크를 추가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는 대칭형
업링크 컨피그레이션이 권장됩니다. 같은 예에서 각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4개의 업링크가 사용될 경
우 16개의 서버는 80GB의 대역폭을 공유하므로 각각 약 5GB의 용량을 갖습니다. 하나의 Cisco UCS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여러 업링크가 사용될 경우 네트워크 설계 팀은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
한 포트 채널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I/O 모듈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까지의 업링크 포트 수
더 많은 업링크 포트를 사용하고 케이블 수를 늘려 I/O 모듈과 패브릭 인터커넥트 간의 대역폭을 늘
릴 수 있습니다. Cisco UCS에서는 1개, 2개 또는 4개 케이블을 사용하여 I/O 모듈을 Cisco UCS 61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2208 I/O 모듈 및 6248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연결
하는 경우 최대 8개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수에 따라 활성 업링크 포트 수 및 초과
서브스크립션 비율이 결정됩니다.
서버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까지의 활성 링크 수
각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비초과 서브스크립션 대역폭의 양은 사용되는 I/O 모듈 수 및 이 I/O 모듈을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연결하는 케이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 I/O 모듈이 있으면 서버에 대한 대
역폭 및 이중화가 향상됩니다. 이러한 설계의 유연성 덕분에 10Gbps(1개의 링크를 가진 I/O 모듈 1개)
~ 80Gbps(각각 4개의 링크를 가진 I/O 모듈 2개)를 섀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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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에 80Gbps를 제공할 경우 Cisco UCS domain에 있는 각 절반 너비 서버는 비초과 서브스크립션
컨피그레이션에서 최대 10Gbps를 얻을 수 있고 2:1 초과 서브스크립션에서는 최대 20Gbp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과 서브스크립션 추정 지침
패브릭 인터커넥트 포트에 대한 최적의 초과 서브스크립션 비율을 추정할 때 다음 지침을 고려합니
다.
비용/성능 슬라이더
비용 및 성능의 우선 순위는 각 데이터 센터에서 다르며 초과 서브스크립션의 컨피그레이션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초과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하드웨어 사용량을 계획할 때 데이터 센터가 이
슬라이더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가 비용보다 성능에 더 중점을
두는 경우 초과 서브스크립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에서 중
요한 요소이므로 초과 서브스크립션에는 신중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대역폭 사용량
각 서버의 실제 대역폭 사용량 예측은 각 서버의 패브릭 인터커넥트 포트 지정 및 그에 따른 포트의
초과 서브스크립션 비율을 결정할 때 중요합니다. 초과 서브스크립션의 경우 서버가 평균적으로 사
용할 트래픽(GB), 구성된 대역폭 대 사용된 대역폭의 비율, 고대역폭 사용이 발생하는 시점을 고려해
야 합니다.
네트워크 유형
네트워크 유형은 오로지 업링크 포트의 트래픽과 관련 있습니다. FCoE는 Cisco UCS 외부에 존재하
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나머지에서는 LAN 트래픽과 SAN 트래픽만 구별합니
다. 따라서 패브릭 인터커넥트 포트의 초과 서브스크립션을 추정할 때 네트워크 유형을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피닝
Cisco UCS의 피닝은 업링크 포트에만 해당됩니다. 어떤 서버의 이더넷 또는 FCoE 트래픽을 특정 업
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업링크 FC 포트에 피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서버와 가상 서버 모두의 NIC 및 HBA를 업링크 포트에 피닝할 경우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유니파이드 패브릭을 더 면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로 업링크 포트 대역폭을 보다 최
적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에서는 어떤 NIC, vNIC, HBA, vHBA를 업링크 포트에 피닝할지 관리하는 데 핀 그룹을 사
용합니다. 서버에 대한 피닝을 구성하기 위해 핀 그룹을 직접 지정하거나 vNIC 정책에 핀 그룹을 포
함한 다음 그 vNIC 그룹을 서버에 지정된 서비스 프로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vNIC 또는
vHBA에서 보내는 모든 트래픽이 I/O 모듈을 통해 동일한 업링크 포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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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닝 지침
핀 그룹에 대한 최적의 컨피그레이션 및 업링크 포트에 대한 피닝을 결정할 때 서버의 예상 대역폭
사용량을 고려합니다. 시스템의 일부 서버가 많은 대역폭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면 이 서버를 다른
업링크 포트에 피닝해야 합니다.

Quality of Service
Cisco UCS에서는 다음과 같은 QoS 구현 방법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 전 범위에서 특정 트래픽 유형에 대해 전역 컨피그레이션을 지정하는 시스템 클래스
• 개별 vNIC에 대해 시스템 클래스를 지정하는 QoS 정책
• 업링크 이더넷 포트에서 일시 정지 프레임을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플로우 제어 정책
QoS 시스템 클래스에 대한 전역 QoS 변경 때문에 모든 트래픽에서 잠깐 데이터 플레인 중단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의 예로는
• 활성화된 클래스의 MTU 크기 변경
• 활성화된 클래스에 대한 패킷 폐기 변경
• 활성화된 클래스에 대한 CoS 값 변경

시스템 클래스
Cisco UCS에서는 DCE(Data Center Ethernet)를 사용하여 Cisco UCS domain의 모든 트래픽을 처리합
니다. 이 산업 표준 이더넷 확장은 이더넷 파이프의 대역폭을 8개 가상 레인으로 분할합니다. 2개의
가상 레인은 내부 시스템 및 관리 트래픽을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 레인에 대해 QoS를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클래스에 따라 이 6개 가상 레인의 DCE 대역폭이 전체 Cisco UCS domain
전반에 할당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각 시스템 클래스는 특정 트래픽 유형을 위해 대역폭의 특정 세그먼트를 예약하여 초과 서브스크립
션 시스템에서도 일정 수준의 트래픽 관리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DCE 대역폭의 몇 퍼센트를 FCoE
트래픽에 할당하도록 FC 우선 순위 시스템 클래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구성 가능한 시스템 클래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5: 시스템 클래스

시스템 클래스

설명

Platinum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QoS 정책에 포함할 수 있는 구성 가능한 시스템
클래스의 모음. 각 시스템 클래스가 하나의 트래픽 레인을 관리합니다.

Gold
Silver
Bronze

이 시스템 클래스의 모든 속성은 커스텀 설정 및 정책을 지정하는 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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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클래스

설명

Best Effort

기본 이더넷 트래픽을 위해 예약된 레인에 대해 QoS를 설정하는 시스템
클래스.
이 시스템 클래스의 속성 중 일부는 미리 설정되어 있으며 수정 불가합
니다. 예를 들어 이 클래스는 필요 시 데이터 패킷을 폐기할 수 있도록 폐
기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 클래스는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파이버 채널

FCoE 트래픽을 위해 예약된 레인에 대해 QoS를 설정하는 시스템 클래
스.
이 시스템 클래스의 속성 중 일부는 미리 설정되어 있으며 수정 불가합
니다. 예를 들어 이 클래스에는 절대 데이터 패킷을 폐기하지 않는 폐기
금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클래스는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참고

FCoE 트래픽에는 예약된 QoS 시스템 클래스가 있으며, 이는 다
른 트래픽 유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트래픽 유형이
FCoE에서 사용하는 CoS 값을 가질 경우 그 값은 0으로 표시됩
니다.

QoS 정책
QoS(Quality of Service) 정책은 vNIC 또는 vHBA에 대한 발신 트래픽에 시스템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이 시스템 클래스는 해당 트래픽의 QoS를 결정합니다. 일부 어댑터에서는 버스트, 속도 등 발신 트래
픽에 대한 추가적인 제어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vNIC 정책 또는 vHBA 정책에 QoS 정책을 포함한 다음 그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하여 vNIC 또
는 vHBA를 구성해야 합니다.

플로우 제어 정책
플로우 제어 정책은 Cisco UCS domain의 업링크 이더넷 포트가 어떤 포트의 수신 버퍼가 찼을 때 IEEE
802.3x 일시 중지 프레임을 보내고 받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일시 중지 프레임은 버퍼가 비워질
때까지 몇 밀리초 동안 전송 포트에서 데이터 전송을 중지하도록 요청합니다.
LAN 포트와 업링크 이더넷 포트 간에 플로우 제어가 이루어지려면 양쪽 포트 모두에서 수신 및 전송
플로우 제어 매개변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Cisco UCS에서는 플로우 제어 정책에서 이 매개변수를
구성합니다.
전송 기능을 활성화하면 수신 패킷 속도가 너무 높을 때 업링크 이더넷 포트가 네트워크 포트에 일시
중지 요청을 보냅니다. 트래픽이 정상 레벨로 돌아올 때까지 몇 밀리초 동안 일시 중지됩니다. 수신
기능을 활성화하면 업링크 이더넷 포트가 네트워크 포트에서 보내는 모든 일시 중지 요청을 수용합
니다. 네트워크 포트에서 일시 중지 요청을 취소할 때까지 해당 업링크 포트에서 모든 트래픽이 중지
합니다.
포트에 플로우 제어 정책을 지정하므로 정책 변경 시 일시 중지 프레임 또는 전체 수신 버퍼에 대한
포트의 응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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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인 기능
각 Cisco UCS domain은 모든 기능에 대한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일부
기능을 옵트인하거나 옵트아웃하여 기존 환경에 더 용이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하고 옵트인 기능 중 하나 또는 둘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옵트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테이트리스 컴퓨팅. 서버, 어댑터와 같은 각 구성 요소가 스테이트리스일 때 풀 및 정책과 함
께 모바일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멀티테넌시. 조직 및
나눕니다.

역할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더 작은 논리적 세그먼트로

스테이트리스 컴퓨팅
스테이트리스 컴퓨팅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여 어떤 서버의 퍼스낼리티를 동일 Cisco UCS
domain에 속한 다른 서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퍼스낼리티에는 그 서버를 식별하고 Cisco
UCS domain 내에서 고유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변경할 경우 그
서버에 대해서는 액세스, 사용 심지어 부팅 상태도 불가능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서버의 퍼스낼리티를 구성합니다.
• 펌웨어 버전
• UUID(used for server identification)
• MAC 주소(LAN 연결용)
• WWN(SAN 연결용)
• 부팅 설정
스테이트리스 컴퓨팅에서는 유연성이 뛰어난 서버로 동적 서버 환경을 생성합니다. Cisco UCS domain
에 속한 각 물리적 서버는 익명 상태였다가 서비스 프로필을 연결하면 서비스 프로필에 구성된 아이
덴티티를 갖게 됩니다. 해당 서버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를 종료하고
서비스 프로필을 연결 해제한 다음 다른 서비스 프로필을 연결함으로써 동일한 물리적 서버에서 다
른 아이덴티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서버에서 다른 비즈니스 서비스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리스 컴퓨팅의 유연성을 십분 활용하려면 서버의 선택적 로컬 디스크를 스왑 또는 임시 저
장 공간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즉 운영 체제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Cisco UCS domain의 모든 물리적 서버에 대해 스테이트리스 컴퓨팅을 완전히 구현하거나 스테이트
리스 서버를 전혀 두지 않거나 두 가지 유형을 혼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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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트리스 컴퓨팅에 옵트인할 경우
Cisco UCS domain의 각 물리적 서버는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정의됩니다. 임의의 서버를 사용하여
어떤 애플리케이션 세트를 호스팅했다가 데이터 센터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른 애플리케이션 세트
나 비즈니스 서비스에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domain에 정의된 정책 및 리소스 풀을 가리키는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서버 풀,
WWN 풀, MAC 풀은 모든 미지정 리소스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리
적 서버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서비스 프로필을 다른 서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
필은 새 서버에 원래의 서버와 동일한 아이덴티티(WWN, MAC 주소 등)를 제공하므로 나머지 데이
터 센터 인프라에서는 동일한 서버로 간주합니다. LAN 또는 SAN에서 컨피그레이션 변경을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스테이트리스 컴퓨팅에 옵트아웃할 경우
Cisco UCS domain 의 각 서버는 기존의 랙 마운트 서버처럼 처리됩니다.
하드웨어에 번인된 아이덴티티 정보를 상속하는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하고 이 프로필을 사용하여
서버의 LAN 또는 SAN 연결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서버 하드웨어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프로
필을 새로운 서버에 재지정할 수 없습니다.

멀티테넌시
멀티테넌시는 Cisco UCS domain의 대형 물리적 인프라를 조직이라고 하는 논리적 엔티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별로 전용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고도 논리적으로 조직을 분리할 수 있
습니다.
멀티테넌트 환경에서 조직을 통해 각 테넌트에 고유한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는 다
양한 정책, 풀, QoS 정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가 모든 조직에 액세스하는 것을 원
치 않을 경우 로캘을 구현하여 조직별로 사용자 권한 및 역할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멀티테넌트 환경을 설정할 경우 모든 조직은 계층 구조를 이룹니다. 최상위 조직은 항상 루트입니다.
루트에서 생성하는 정책과 풀은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며 시스템의 모든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다른 조직에서 생성된 정책 및 풀은 동일한 계층 구조에서 상위에 있는 조직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Finance와 HR 조직이 있는데 이 둘은 동일한 계층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Finance에서는 HR 조직의 어떤 정책도 사용할 수 없으며, HR은 Finance 조직의 어떤 정책
에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Finance와 HR 모두 루트 조직의 정책 및 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테넌트 환경에서 조직을 생성할 경우 동일 계층 구조상의 각 조직 또는 하위 조직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리소스 풀
• 정책
• 서비스 프로필
•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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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테넌시에 옵트인할 경우
각 Cisco UCS domain이 서로 다른 여러 조직으로 나뉩니다. 멀티테넌시 구현에서 생성하는 조직의
유형은 회사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다음을 나타내는 조직이 있습니다.
• 회사 내의 엔터프라이즈 그룹 또는 사업부 - 마케팅, 재무, 엔지니어링, 인사 등
• 통신 사업자의 경우 각기 다른 고객 또는 네임 서비스 도메인
로캘을 생성하여 사용자가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에만 액세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멀티테넌시에서 옵트아웃할 경우
Cisco UCS domain은 루트 조직에 모든 것이 있는 단일 논리 엔티티를 유지합니다. 모든 정책 및 리소
스 풀은 Cisco UCS domain의 어떤 서버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의 가상화
가상화 개요
가상화를 통해 동일한 물리적 시스템에서 여러 가상 머신을 생성하여 나란히 두되 각각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각 가상 머신은 저마다 가상 하드웨어(RAM, CPU, NIC)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 체제 및 완벽하게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이 로드됩니다. 운영 체제는 실제 물리적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구애받지 않으
면서 일관되고 표준화된 하드웨어 세트를 인식합니다.
가상 머신에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 단일 파일로 캡슐화되므로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하고
물리적 서버 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몇 초 내에 다른 물리적 서버로 가상 머신을 이동하여 제로 다
운타임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워크로드 통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상 하드웨어 덕분에 많은 서버가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서 각자 독립적인 가상 머신 형태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화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하고 서버 밀도를 높이고 원
활하게 서버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등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Cisco Virtual Machine Fabric Extender 개요
가상 서버 구현은 단일 물리적 서버에서 게스트 형태로 실행되는 하나 이상의 VM으로 구성됩니다.
게스트 VM은 하이퍼바이저 또는 VMM(virtual machine manager)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호스팅하고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퍼바이저에서 각 VM에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며, VM에서 다른 로컬 VM 혹은 또 다른 외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전송하는 트래픽에 대해 레
이어 2 스위칭을 수행합니다.
Cisco VIC(virtual interface card) 어댑터를 사용하는 Cisco Virtual Machine Fabric Extender(VM-FEX)에
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외부 하드웨어 기반 스위칭을 위해 하이퍼바이저에 의한 VM 트래픽의 소
프트웨어 기반 스위칭을 건너뜁니다. 이 방법으로 서버 CPU의 로드를 줄이고 신속한 스위칭을 수행
하며 로컬 및 원격 트래픽에 다양한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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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FEX에서는 IEEE 802.1Qbh 포트 익스텐더 아키텍처를 VM으로 확장하는데, 이를 위해 각 VM 인
터페이스에 가상 PCIe(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디바이스 및 스위치의 가상 포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으로 VM 인터페이스에서 정확한 속도 제한 및 QoS(quality of service) 보
증이 이루어집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및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한 가상
화
NIC(network interface card) 및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는 가상 환경에서 서버에 설치된 ESX 및 VC
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상 머신 관리와의 표준 VMware 통합을 지원합니다.
가상 머신의 이동성
서비스 프로필을 구현할 경우 서버 간에 서버 아이덴티티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새 서버를
이미징하면 ESX는 그 서버를 원본처럼 처리합니다.
동일한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 간의 통신
이 어댑터는 동일한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 간에 표준 통신을 구현합니다. ESX 호스트가 여러 가상
머신을 포함할 경우 모든 통신이 서버의 가상 스위치를 거쳐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기본 VMware 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 가상 스위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영역에서 벗어
나므로 어떤 네트워크 정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이를테면 네트워크의 QoS 정책이 가상
스위치를 거쳐 VM1에서 VM2로 이동하는 데이터 패킷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Nexus 1000과 같은 또 다른 가상 스위치를 포함할 경우 이 가상 스위치는 네트워크 관리자
가 해당 스위치에 대해 구성한 네트워크 정책을 적용받습니다.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 어댑터를 사용한 가상화
Cisco VIC 어댑터는 단일 OS 및 VM 기반 구축을 모두 지원하도록 설계된 CNA(converged network
adapter)입니다. VIC 어댑터는 고정 또는 동적 가상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최대 128개
의 vNIC(virtual network interface card)가 포함됩니다.
VIC 어댑터는 VM-FEX에서 가상 머신 인터페이스로 보내고 그로부터 받는 트래픽에 대해 하드웨어
기반 스위칭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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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Manager 개요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Cisco UCS Manager 정보 , 35 페이지
• Cisco UCS Manager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 37 페이지
• Cisco UCS Manager에서 수행할 수 없는 작업, 38 페이지
• 고가용성 환경의 Cisco UCS Manager, 39 페이지

Cisco UCS Manager 정보
Cisco UCS Manager는 Cisco UCS 도메인에 속한 모든 구성 요소를 위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Cisco UCS
Manager는 패브릭 인터커넥트 내에서 실행됩니다. 이 관리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인터페이스
든 사용하여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연결된 모든 섀시의 네트워크 및 서버 리소스를 액세스, 구성, 관
리,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복수 관리 인터페이스
Cisco UCS Manager에서 제공하는 다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Cisco UCS domain을 관리할 수 있습
니다.
• Cisco UCS Manager GUI
• Cisco UCS Manager CLI
• XML API
• KVM
• IPMI
어떤 인터페이스에서도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 인터페이스에서 수행한 작업의 결과
는 다른 인터페이스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다음 항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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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CS Manager GUI를 사용하여 Cisco UCS Manager CLI를 호출합니다.
• Cisco UCS Manager CLI를 통해 호출된 명령의 결과를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합니다.
• Cisco UCS Manager GUI에서 CLI 출력을 생성합니다.
중앙 집중식 관리
Cisco UCS Manager는 여러 관리 지점을 사용하지 않고 리소스 및 디바이스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중앙 집중식 관리에는 Cisco UCS domain의 다음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
• 가상 서버를 위한 소프트웨어 스위치
• 섀시 및 서버를 위한 전력 및 환경 관리
• 서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이더넷 NIC 및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및
펌웨어 업데이트
• 서버를 위한 펌웨어 및 BIOS 설정
가상 서버 및 물리적 서버 지원
Cisco UCS Manager는 서버 ID, I/O 컨피그레이션, MAC 주소 및 World Wide Name, 펌웨어 수정 버전,
네트워크 프로필 등 서버 상태 정보를 서비스 프로필로 추상화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시스템의 어
떤 서버 리소스에도 적용하여 물리적 서버, 가상 서버, VIC 어댑터의 가상 디바이스에 연결된 가상
시스템에도 동일한 유연성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역할 기반 관리 및 멀티테넌시 지원
Cisco UCS Manager는 유연하게 정의된 역할을 지원하므로 데이터 센터에서 개별 서버, 스토리지, 네
트워크 관리를 위한 모범 사례를 Cisco UCS domain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사
용자 책임을 반영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음을 생성할 수 있
습니다.
• 서버 관련 컨피그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서버 관리자 역할
• SAN 관련 작업을 제어할 수 있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
• LAN 관련 작업을 제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자 역할
Cisco UCS는 멀티테넌시를 지원하며, API를 사용하는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Cisco UCS 리소
스에 대한 통제된 액세스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요소를 공개합니다. 멀티테넌시 환경에서
Cisco UCS Manager는 사용자 역할에 대한 로캘을 생성하여 특정 조직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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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Manager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Cisco UCS Manager를 사용하여 Cisco UCS domain에 속한 모든 물리적 및 가상 디바이스에 대해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하드웨어 관리
Cisco UCS Manager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Cisco UCS domain에 속한 모든 하드웨어를 관리할 수 있
습니다.
• 섀시
• 서버
• 패브릭 인터커넥트
•팬
• 포트
• 인터페이스 카드
• I/O 모듈
Cisco UCS 리소스 관리
Cisco UCS Manager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Cisco UCS domain 내에서 모든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서버
• WWN 주소
• MAC 주소
• UUID
• 대역폭
서버 관리
서버 관리자는 eCisco UCS Manager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Cisco UCS domain 내에서 서버 관리 작
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서버 풀 및 이 풀과 관련된 정책(예: 자격 조건 정책) 생성
• 검색 정책, 스크럽 정책, IPMI 정책과 같은 서버에 대한 정책 생성
• 서버 프로필 및 필요하다면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생성
• 서버에 서비스 프로필 적용
• 장애, 알림, 장비 상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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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관리자는 Cisco UCS Manager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Cisco UCS domain에 대한 LAN 컨피
그레이션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업링크 포트, 포트 채널, LAN PIN 그룹 구성
• VLAN 생성
• QoS 클래스 및 정의 구성
• MAC 주소 풀, 이더넷 어댑터 프로필 등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관련 풀 및 정책 생성
스토리지 관리
스토리지 관리자는 Cisco UCS Manager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Cisco UCS domain에 대한 SAN 컨피
그레이션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포트, 포트 채널, SAN PIN 그룹 구성
• VSAN 생성
• QoS 클래스 및 정의 구성
• WWN 풀, 파이버 채널 어댑터 프로필 등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관련 풀 및 정책 생성

Cisco UCS Manager에서 수행할 수 없는 작업
Cisco UCS Manager에서는 Cisco UCS domain에 속한 디바이스 관리와 무관한 특정 시스템 관리 작업
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연계 시스템 관리 불가
Cisco UCS Manager가 위치한 Cisco UCS domain에 속하지 않은 시스템 또는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데
Cisco UCS Manager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 Cisco UCS x86 시스템, SPARC 시스템, PowerPC
시스템과 같은 이기종 환경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운영 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의 프로비저닝 또는 관리 불가
Cisco UCS Manager는 서버를 프로비저닝하며, 따라서 서버에서 운영 체제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
므로 서버의 운영 체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를 들어 다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Windows, Linux와 같은 OS 배포
• OS,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소프트웨어 패치 배포
•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에이전트, 백업 클라이언트와 같은 기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설치
•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서버 소프트웨어, 웹 서버와 같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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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데이터베이스 재시작, 프린터 큐 재시작, 비Cisco UCS 사용자 계정 처리와 같은 운영자
작업 수행
• SAN 또는 NAS 스토리지에서 외부 스토리지 구성 또는 관리

고가용성 환경의 Cisco UCS Manager
2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구성된 고가용성 환경에서는 각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별도의 Cisco
UCS Manager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Cisco UCS Manager는 기본
관리 인스턴스가 되며, 다른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Cisco UCS Manager는 부속 관리 인스턴스가 됩니
다.
두 Cisco UCS Manager 인스턴스가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L1 및 L2 이더넷 포트를 연결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합니다. 컨피그레이션 및 상태 정보가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면
서 모든 관리 정보가 복제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통신 덕분에 기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오류가 발
생하더라도 Cisco UCS에 대한 관리 정보가 유지됩니다. 또한 기본 Cisco UCS Manager에서 실행되는
"부동" 관리 IP 주소는 부속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페일오버 상황에서 원활한 전환이 이루어지
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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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Manager GUI 개요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Cisco UCS Manager GUI 개요, 41 페이지
• HTTPS를 통해 Cisco UCS Manager GUI 로그인, 49 페이지
• HTTP로 Cisco UCS Manager GUI에 로그인, 50 페이지
• Cisco UCS Manager GUI 로그아웃, 51 페이지
• 웹 세션 한도, 51 페이지
• Pre-Login 배너, 52 페이지
• Cisco UCS Manager GUI 속성, 54 페이지
• 필드의 허용되는 값 범위 결정, 55 페이지
• 정책 용도 결정, 56 페이지
• 풀 용도 결정, 56 페이지
• 풀, 정책, 기타 개체 삭제, 56 페이지
• XML 복사, 57 페이지
• Cisco UCS Manager의 HTML5 GUI, 57 페이지

Cisco UCS Manager GUI 개요
Cisco UCS Manager GUI는 Cisco UCS Manager에 GUI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Java 애플리케이션입니
다. Cisco UCS Software 릴리즈 노트의 시스템 요구 사항 섹션에 있는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어떤 컴
퓨터에서도 Cisco UCS Manager GUI를 시작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 GUI를 시작할 때마다 Cisco UCS Manager는 Java Web Start 기술을 사용하여 애플
리케이션의 현재 버전을 컴퓨터 캐시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로그인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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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Cisco UCS Manager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후 처음으로 컴퓨
터에서 로그인할 때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팁

제목 표시줄은 연결된 Cisco UCS domain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Fault Summary(오류 요약) 영역
Fault Summary(오류 요약) 영역은 Cisco UCS Manager GUI의 왼쪽 위에 표시됩니다. 이 영역은 Cisco
UCS domain에서 발생한 모든 오류를 요약하여 표시합니다.
각 오류 유형은 서로 다른 아이콘으로 나타납니다. 각 아이콘 아래의 숫자는 해당 유형의 오류 몇 개
가 시스템에 발생했는지 보여줍니다. 아이콘을 클릭할 경우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Work(작
업) 영역에 Faults(오류) 탭이 열리고 해당 유형의 모든 오류에 대한 세부 사항이 표시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Fault Summary(오류 요약) 영역의 각 아이콘이 나타내는 오류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
다.
오류 유형

설명

Critical Alarms(중대
경보)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작업으로 진행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Major Alarms(심각 경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작업으로 진행하기
보)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Minor Alarms(경미 경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시스템 성능에 지장을 줄 수
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 또는 중대 단계에 이르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
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Warning Alarms(경고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에 잠재적 문제가 있으며, 문제가 계속될 경우 시스템
경보)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으로 진행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야 합니다.
Suppression
Status(삭제 상태)

구성 요소에 대한 오류 삭제 작업의 상태. 모든 오류 삭제 작업을 보려면
Actions(작업) 영역에서 Suppression Task Properties(삭제 작업 속성)를 클릭
합니다.
참고

팁

구성 요소가 오류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이 필드가 표시됩니
다.

특정 개체의 오류만 보려면 해당 개체로 이동한 다음 그 개체의 Faults(오류) 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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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on(탐색) 창
Navigation(탐색) 창은 Cisco UCS Manager GUI의 왼쪽, Fault Summary(오류 요약) 영역 아래에 표시
됩니다. 이 창에서는 Cisco UCS domain의 모든 장비 및 기타 구성 요소를 중앙 집중식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Navigation(탐색) 창에서 구성 요소를 선택하면 그 개체가 Work(작업) 영역에 표시됩니다.
Navigation(탐색) 창에는 5개의 탭이 있습니다. 각 탭은 다음 요소로 구성됩니다.
• Filter(필터) 콤보 상자. 탐색 트리를 필터링하여 모든 노드 또는 하나의 노드만 표시하는 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확장 가능한 탐색 트리. 탭의 모든 구성 요소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더 옆의 아
이콘은 해당 노드 또는 폴더에 하위 구성 요소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Equipment(장비) 탭
이 탭에서는 Cisco UCS domain의 장비에 대한 기본 인벤토리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또는 서버 관리
자가 이 탭을 사용하여 섀시, 패브릭 인터커넥트, 서버, 기타 하드웨어에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습
니다. 디바이스 이름의 바깥에 빨간색, 주황색 또는 노란색 직사각형이 표시되면 해당 디바이스에 오
류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탭의 주요 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Equipment(장비)—전체 Cisco UCS domain에 대한 개요. 활성 및 서비스 해제된 하드웨어, 펌웨
어 관리, 장비 관련 정책, 전력 그룹, 종합 오류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 Chassis(섀시)—Cisco UCS domain의 섀시별 팬, I/O 모듈, PSU(power supply unit),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
• Rack-Mounts(랙 마운트)—Cisco UCS domain에 통합된 FEX 및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Cisco UCS domain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연결된
고정 및 확장 모듈, 팬, PSU.
Servers(서버) 탭
이 탭에는 서비스 프로필, 정책, 풀과 같은 서버 관련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버 관리자
는 이 탭의 구성 요소에 액세스하고 관리합니다.
이 탭에서 Servers(서버) 노드 아래의 주요 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Servers(서버)—서비스 프로필 및 정의된 조직과 서비스 프로필의 관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시스템에 정의되어 있고 조직별로 나뉘어 있는 서비스 프로필
• Service Profile Templates(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시스템에 정의되어 있고 조직별로 나뉘어 있
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 Policies(정책)—어댑터, BIOS, 펌웨어, IPMI 액세스,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유지관리, 전력,
디스크 스크러빙, SoL, 서버 풀, iSCSI 인증, vNIC/vHBA 배치, 오류 임계값에 대한 서버 관련 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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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ls(풀)—서버 풀 및 UUID 접미사 풀
• Schedules(예약)—유지관리 및 오류 억제 예약
LAN 탭
이 탭에는 LAN 컨피그레이션과 관련된 구성 요소, 이를테면 LAN 핀 그룹, QoS 클래스, VLAN, 정책,
풀, 내부 도메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 탭의 구성 요소에 액세스하고 관리합
니다.
이 탭에서 LAN 노드 아래의 주요 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LAN Cloud(LAN 클라우드)—QoS(quality of service) 설정, 포트 채널, 핀 그룹, VLAN, VLAN 최
적화 설정, 임계값 정책
• Appliances(어플라이언스)—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VLAN
• Internal LAN(내부 LAN)—내부 패브릭과 연결된 포트 및 임계값 정책
• Policies(정책)—플로우 제어, 어댑터, vNIC, vNIC 템플릿, QoS, 오류 임계값에 대한 정책
• Pools(풀)—시스템에 정의된 IP 풀 및 MAC 풀
• Traffic Monitoring Sessions(트래픽 모니터링 세션)—시스템에 정의된 포트 트래픽 모니터링 세
션
• Netflow Monitoring(Netflow 모니터링)—플로우 레코드 정의, 플로우 내보내기, 플로우 모니터,
플로우 모니터 세션
SAN 탭
이 탭에는 SAN 컨피그레이션과 관련된 구성 요소, 이를테면 핀 그룹, VSAN, 정책, 풀이 있습니다. 일
반적으로 스토리지 관리자는 이 탭의 구성 요소에 액세스하고 관리합니다.
이 탭의 주요 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SAN—SAN 업링크, 파이버 채널 주소 지정, SAN 관련 풀, V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SAN 업링크, 파이버 채널 주소 지정, SAN 관련 풀, VSAN
• Storage Cloud(스토리지 클라우드)—스토리지 포트 및 VSAN
• Policies(정책)—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 기본 vHBA 동작, SAN 연결 정책, 스토리지 연결 정책,
vHBA 템플릿, 오류 임계값
• Pools(풀)—시스템에 정의된 IQN(iSCSI Qualified Name) 풀 및 WWN(World Wide Name) 풀
• Traffic Monitoring Sessions(트래픽 모니터링 세션)—시스템에 정의된 포트 트래픽 모니터링 세
션
VM 탭
이 탭에는 VIC 어댑터가 있는 서버를 위해 VM-FEX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이 탭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Cisco UCS Manager와 VMware vCenter의 연결을 구성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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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상 스위치 및 포트 프로필을 구성하고 Cisco UCS domain의 서버에 호스팅된 가상 머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탭의 주요 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ll(모두)–포트 프로필, 가상 머신, 가상 스위치, 인증서, 라이프사이클 정책, VM 관련 이벤트,
FSM 작업
• Clusters(클러스터)—연결된 가상 머신 및 포트 프로필을 포함한 클러스터
• Fabric Network Sets(패브릭 네트워크 세트)— 패브릭 네트워크 정의
• Port Profiles(포트 프로필)— 포트 프로필
• VM Networks(VM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
• Microsoft— Microsoft 네트워킹 구성 요소
• VMware—폴더, 데이터 센터, 가상 머신, 가상 스위치를 포함한 vCenter
Admin(관리) 탭
이 탭에는 시스템 전반의 설정(예: 사용자 관리자, 통신 서비스) 및 트러블슈팅 구성 요소(예: 오류, 이
벤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는 이 탭의 구성 요소에 액세스하고 관리합니다.
이 탭의 주요 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ll(모두)—관리 인터페이스, 백업 및 가져오기 컨피그레이션, 기술 지원 파일 생성, 전체 상태
백업 정책, 모든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정책
• Faults, Events and Audit Log(오류, 이벤트, 감사 로그)—시스템 전반의 오류, 이벤트, 감사 로그,
syslog 항목, 코어 파일, 기술 지원 파일, 전역 오류 정책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인증 방법, 원격 액세스 방법, 로컬 사용자, 로캘, 사용자 역할
• Key Management(키 관리)—SSH 키 및 신뢰 지점 설정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SSH, 텔넷, HTTP, HTTPS, SNMP, 웹 세션 한도, 콜
홈 설정, DNS 관리, 관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신 서비스 설정 및 Cisco UCS Central 설정
• Stats Management(통계 관리)—시스템에서 오류 경보를 발효하는 시점을 제어하는 임계값 통
계 설정
• Time Zone Management(표준 시간대 관리)—표준 시간대 동기화를 설정하는 NTP 서버 설정
• Capability Catalog(기능 카탈로그)—튜닝 가능한 매개변수, 문자열, 규칙의 모음인 기능 카탈로
그
• Management Extension(관리 확장)—이전에는 지원되지 않았던 서버 및 기타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을 Cisco UCS Manager에 추가할 수 있는 관리 확장
• License Management(라이센스 관리)—이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 및 포트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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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바
툴바는 Cisco UCS Manager GUI의 오른쪽, Work(작업) 창 위에 표시됩니다. 툴바의 메뉴 버튼을 사용
하여 다음을 비롯한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Work(작업) 창에서 이미 봤던 항목 탐색
• Cisco UCS domain에 대한 요소 생성
• Cisco UCS Manager GUI 옵션 설정
• Cisco UCS Manager GUI 온라인 도움말 액세스

Work(작업) 창
Work(작업) 창은 Cisco UCS Manager GUI의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이 창에서는 Navigation(탐색) 창
에서 선택된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을 표시합니다.
Work(작업) 창은 다음 요소로 구성됩니다.
• 내비게이션 바. Navigation(탐색) 창의 탭 기본 노드에서 선택된 요소까지의 경로를 표시합니다.
이 경로에 있는 어떤 구성 요소도 클릭하여 Work(작업) 창에서 구성 요소를 표시할 수 있습니
다.
• Navigation(탐색) 창에서 선택된 구성 요소의 관련 정보를 탭으로 표시하는 콘텐츠 영역. 콘텐츠
영역에 표시되는 탭은 선택된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탭을 사용하여 구성 요소에 대
한 정보를 보고 구성 요소를 생성하고 구성 요소의 속성을 수정하고 선택된 개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Status(상태) 표시줄
상태 표시줄은 Cisco UCS Manager GUI의 맨 아래에 나타납니다. 상태 표시줄은 애플리케이션의 상
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태 표시줄의 왼쪽에서는 Cisco UCS Manager GUI의 현재 세션에 대한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다.
• 로그인에 사용한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자물쇠 아이콘. 아이콘이 잠겨 있으면 HTTPS로, 풀려 있
으면 HTTP로 연결한 것입니다.
• 로그인에 사용한 사용자 이름.
• 로그인한 서버의 IP 주소.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된 경우 상태 표시줄에는 다음 정보도 표시됩니다.
• 보안 연결을 나타내는 자물쇠 아이콘.
• Cisco UCS Central 서버의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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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표시줄의 오른쪽에는 시스템 시간이 표시됩니다.

테이블 사용자 지정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각 탭의 테이블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콘텐츠의 유
형을 변경하고 콘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사용자 지정 메뉴 버튼
각 테이블의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 버튼으로 테이블 보기를 제어하고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의 드롭다운 메뉴는 다음 옵션으로 구성됩니다.
메뉴 항목

설명

열 이름

메뉴는 테이블의 열마다 항목이 있습니다.
열 이름을 클릭하면 열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Horizontal Scroll(수평 스크롤)

선택하면 수평 스크롤 막대가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선택하지 않
으면 열 중 하나의 너비를 늘릴 때 모든 열이 오른쪽 방향으로 좁
아지며 스크롤되지 않습니다.

Pack All Columns(모든 열 조정) 모든 열이 기본 너비로 조정됩니다.
Pack Selected Column(선택한 열 선택한 열이 기본 너비로 조정됩니다.
조정)

테이블 콘텐츠 필터링
각 테이블 위의 필터 버튼을 사용하여 Filter(필터) 대화 상자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테이블의 내용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는 다음 필터링 옵션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설명

Disable(비활성화) 옵션

열의 내용에 대해 어떤 필터링 기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설정
이 기본 설정입니다.

Equal(같음) 옵션

지정된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열의 내용만 표시합니다.

Not Equal(같지 않음) 옵션

지정된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열의 내용만 표시합니다.

Wildcard(와일드카드) 옵션

입력할 기준은 다음 와일드카드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_(밑줄) 또는 ? (물음표)—단일 문자를 대체합니다.
• %(퍼센트 기호) 또는 *(별표)—문자열을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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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Less Than(미만) 옵션

지정된 값보다 적은 열의 내용만 표시합니다.

Less Than Or Equal(이하) 옵션 지정된 값보다 적거나 같은 열의 내용만 표시합니다.
Greater Than(초과) 옵션

지정된 값보다 큰 열의 내용만 표시합니다.

Greater Than Or Equal(이상) 옵 지정된 값보다 크거나 같은 열의 내용만 표시합니다.
션

LAN 업링크 관리자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Cisco UCS와 LAN 간의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LAN 업링크 관리자를 사용하여 다음 항목을 만들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더넷 스위칭 모드
• 업링크 이더넷 포트
• 포트 채널
• LAN 핀 그룹
• 명명된 VLAN
• 서버 포트
• QoS 시스템 클래스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가능한 일부 컨피그레이션은 다른 탭, 이를테면 Equipment(장비) 탭 또는
LAN 탭의 노드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 패브릭 관리자
내부 패브릭 관리자는 Cisco UCS domain의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위한 서버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내부 패브릭 관리자는 해당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General(일반) 탭
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내부 패브릭 관리자에서 가능한 일부 컨피그레이션은 Equipment(장비) 탭, LAN 탭 또는 LAN 업링
크 관리자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디스플레이
Cisco UCS domain의 각 섀시에 대해 Cisco UCS Manager GUI는 하이브리드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
다. 여기에는 물리적 구성 요소뿐 아니라 섀시와 패브릭 인터커넥트 간의 연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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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탭에서는 선택된 섀시 또는 랙 서버와 패브릭 인터커넥트 간의 연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합
니다. 다음 항목에 대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 시스템의 각 패브릭 인터커넥트
• 선택된 구성 요소의 IOM(I/O module). 연결 경로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유닛으로
표시됩니다.
• 서버 및 PSU가 표시된 선택된 섀시 또는 선택된 랙 서버.
아이콘을 연결하는 선은 다음 항목 간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 각 서버의 DCE 인터페이스와 I/O 모듈에 있는 해당 서버 포트. 이 연결은 Cisco에서 생성한 것이
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I/O 모듈의 서버 포트와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해당 포트. 원한다면 이 연결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아이콘 및 선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각 구성 요소 또는 연결을 알리는 도구 설명이 표시됩니다. 임
의의 구성 요소를 두 번 클릭하면 그 속성이 표시됩니다.
구성 요소 또는 그 하위 구성 요소에 오류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해당 구성 요소
의 맨 위에 오류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여러 오류 메시지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시스템에서 가장 심각한 오류 메시지에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HTTPS를 통해 Cisco UCS Manager GUI 로그인
Cisco UCS Manager GUI의 기본 HTTP 웹 링크는 http://UCSManager_IPv4 또는
http://UCSManager_IPv6입니다. 여기서 UCSManager_IPv4 또는 UCSManager_IPv6는 각각 Cisco
UCS Manager에 지정된 IPv4 또는 IPV6 주소입니다. 이 IP 주소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 UCSManager_IPv4 또는 UCSManager_IPv6는 Cisco UCS Manager
에 지정된 가상 또는 클러스터 IPv4 주소 또는 IPv6 주소입니다. 패브릭 인터커텍트의 관리 포트
에 지정된 IP 주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독립형 컨피그레이션: UCSManager_IPv4 또는 UCSManager_IPv6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 포트에 대한 IPv4 또는 IPv6 주소입니다.

참고

일부 브라우저는 IPv6 주소를 사용하는 HTTPS 액세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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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웹 브라우저에서 Cisco UCS Manager GUI 웹 링크를 입력하거나 브라우저의 즐겨찾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2

Security Alert(보안 알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Yes(예)를 클릭하여 보안 인증서를 승인하고 계속합
니다.

단계 3

Cisco UCS Manager Launch Page에서 Launch UCS Manager(UCS 관리자 실행)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에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따라 .JNLP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는 프롬프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에서 프리로그인 배너를 표시할 경우 메시지를 읽어보고 OK(확인)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단계 5

Security(보안)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선택 사항) 확인란을 선택하여 Cisco의 모든 콘텐츠를 승인합니다.
b) Yes를 클릭하여 인증서를 승인하고 계속합니다.

단계 6

Login(로그인)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b) Cisco UCS 구현이 여러 도메인을 포함할 경우 Domain(도메인) 드롭다운 목록에서 알맞은 도메인
을 선택합니다.
c) Login(로그인)을 클릭합니다.

HTTP로 Cisco UCS Manager GUI에 로그인
Cisco UCS Manager GUI의 기본 HTTP 웹 링크는 http://UCSManager_IPv4 또는
http://UCSManager_IPv6입니다. 여기서 UCSManager_IPv4 또는 UCSManager_IPv6는 각각 Cisco
UCS Manager에 지정된 IPv4 또는 IPV6 주소입니다. 이 IP 주소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 UCSManager_IPv4 또는 UCSManager_IPv6는 Cisco UCS Manager
에 지정된 가상 또는 클러스터 IPv4 주소 또는 IPv6 주소입니다. 패브릭 인터커텍트의 관리 포트
에 지정된 IP 주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독립형 컨피그레이션: UCSManager_IPv4 또는 UCSManager_IPv6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 포트에 대한 IPv4 또는 IPv6 주소입니다.

절차
단계 1

웹 브라우저에서 Cisco UCS Manager GUI 웹 링크를 입력하거나 브라우저의 즐겨찾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2

Cisco UCS Manager에서 프리로그인 배너를 표시할 경우 메시지를 읽어보고 OK(확인)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단계 3

Cisco UCS Manager Launch Page에서 Launch UCS Manager(UCS 관리자 실행)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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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에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따라 .JNLP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는 프롬프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계 4

Login(로그인)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b) Cisco UCS 구현이 여러 도메인을 포함할 경우 Domain(도메인) 드롭다운 목록에서 알맞은 도메인
을 선택합니다.
c) Login(로그인)을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로그아웃
절차
단계 1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오른쪽 맨 위의 Exit(종료)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가 화면에서 흐리게 표시되어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Exit(종료) 대화 상
자를 표시합니다.

단계 2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Cisco UCS Manager GUI에서 로그아웃하고 종료하려면 Exit(종료)
• Cisco UCS Manager GUI에서 로그아웃하고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하려면 Logg Off(로그오프)

단계 3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웹 세션 한도
웹 세션 한도는 Cisco UCS Manager에서 임의의 시점에 시스템 액세스가 허용되는 웹 세션(GUI 및
XML) 수를 제한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Cisco UCS Manager에서 허용하는 동시 웹 세션 수는 최대값인 256으로 설정되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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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Manager에 대한 웹 세션 한도 설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 > Communication Services(통
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eb Session Limits(웹 세션 한도) 영역에서 필수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Pre-Login 배너
pre-login 배너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Cisco UCS Manager GUI에 로그인하면 Cisco UCS Manager가
Create Pre-Login Banner 대화 상자에 배너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대화 상자를 종료하면 사
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Cisco UCS Manager CLI에 로그인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대화 상자에 배너 텍스트를 표시하며, 사용자가 대화 상자를 종료하면 비밀번
호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저작권 고지 위에도 이 배너를 표시합니
다.

Pre-Login 배너 생성
Pre-Login Banner(Pre-Login 배너) 영역이 Banners(배너) 탭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
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Pre-Login 배너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Pre-Login Banner(Pre-Login 배
너) 영역이 나타날 경우 제2 Pre-Login 배너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기존 배너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Banners(배너)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Create Pre-Login Banner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Pre-Login Banner(Pre-Login 배너 생성) 대화 상자에서 텍스트 필드를 클릭하고 사용자가
Cisco UCS Manager에 로그인할 때 표시할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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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드에는 어떤 표준 ASCII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Pre-Login 배너 수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Banners(배너)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Pre-Login Banner(Pre-Login 배너) 영역의 텍스트 필드를 클릭하고 필요에 따라 텍스트를 변경합니
다.
이 필드에는 어떤 표준 ASCII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Pre-Login 배너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Banners(배너)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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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Manager GUI 속성
Cisco UCS Manager GUI 세션 및 로그 속성 구성
이 속성은 세션 중단 및 무활동에 대한 Cisco UCS Manager GUI의 응답을 결정하며 Cisco UCS Manager
GUI Java 메시지 로깅을 구성합니다.

절차
단계 1

툴바에서 Options(옵션)를 클릭하여 Properties(속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단계 2

오른쪽 창에서 Session(세션)을 클릭합니다.

단계 3

Session(세션) 탭에서 필요에 따라 필드를 업데이트합니다.

단계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확인 메시지의 속성 구성
이 속성은 컨피그레이션 변경 및 기타 작업 후에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메시지를 표시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절차
단계 1

툴바에서 Options(옵션)를 클릭하여 Properties(속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단계 2

오른쪽 창에서 Confirmation Messages(확인 메시지)를 클릭합니다.

단계 3

Confirmation Messages(확인 메시지) 탭에서 필요에 따라 필드를 업데이트합니다.

단계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외부 애플리케이션의 속성 구성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SSH와 같은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는 데 이 속성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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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툴바에서 Options(옵션)를 클릭하여 Properties(속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단계 2

오른쪽 창에서 External Applications(외부 애플리케이션)를 클릭합니다.

단계 3

External Applications(외부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SSH 및 SSH Parameters(SSH 매개변수 필드의 값
을 지정합니다.

단계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모양 사용자 지정
이 속성으로 Cisco UCS Manager GUI의 시각적 요소 중 일부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툴바에서 Options(옵션)를 클릭하여 Properties(속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단계 2

오른쪽 창에서 Visual Enhancements(시각적 향상)를 클릭합니다.

단계 3

Visual Enhancements(시각적 향상) 탭에서 필요에 따라 필드를 업데이트합니다.

단계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필드의 허용되는 값 범위 결정
일부 속성은 입력 가능한 값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 절차를 사용하여 대화 상자, 창 또는 탭에 있
는 필드의 허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또는 트리에 나열되는 속성의 허용되는 값 범위
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범위를 확인하려는 필드에 커서를 두고 포커스를 줍니다.

단계 2

Alt + Shift + R을 누릅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허용되는 값의 범위를 몇 초간 표시합니다. 화면의 아무데나 클릭하
면 범위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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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용도 결정
이 절차를 사용하여 어떤 서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선택된 정책과 연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용도를 보고 싶은 정책을 클릭합니다.

단계 2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3

Actions(작업) 영역에서 Show Policy Usage(정책 사용 표시)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Service Profiles/Templates(서비스 프로필/템플릿) 대화 상자를 표시
합니다.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풀 용도 결정
이 절차를 사용하여 어떤 서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선택된 풀과 연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용도를 보고 싶은 풀을 클릭합니다.

단계 2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3

Actions(작업) 영역에서 Show Pool Usage(풀 사용 표시)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Service Profiles/Templates(서비스 프로필/템플릿) 대화 상자를 표시
합니다.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풀, 정책, 기타 개체 삭제
풀, 정책, 기타 개체(예: VLAN)를 삭제하는 데 쓰는 방법은 모든 개체에서 동일합니다.

참고

개체를 삭제하기 전에 시스템의 다른 개체에서 사용하거나 참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를테
면 네트워크 정책을 삭제하기 전에 서비스 프로필이 그 정책을 참조하지 않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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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포드를 확장하여 개체를 표시합니다.

단계 2

Work(작업) 창에서 알맞은 탭을 클릭하고 개체가 위치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VLAN을 삭제하려면 VLAN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3

삭제할 개체를 선택하고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XML 복사
XML API에서 Cisco UCS를 위한 스크립트를 개발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
록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Cisco UCS Manager에서 개체 생성에 쓰인 XML을 복사하는 옵션
을 제공합니다. 이 옵션은 Navigation(탐색) 창의 대부분의 개체 노드, 이를테면 Port Profiles(포트 프
로필) 노드 또는 특정 서비스 프로필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에 있습
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XML을 복사할 개체로 이동합니다.

단계 2

개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opy XML(XML 복사)을 선택합니다.

단계 3

XML 편집기, 메모장, 기타 애플리케이션에 XML을 붙여넣습니다.

Cisco UCS Manager의 HTML5 GUI
Cisco UCS Manager HTML5 GUI 개요
Release 3.0(2) 부터 브라우저 기반 GU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Cisco UCS Manager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Java가 없더라도 지원되는 어떤 HTML5 웹 브라우저에서도 Cisco UCS Manager를 실
행할 수 있습니다. HTML5 GUI는 Java 기반 GUI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다음 섹션의 설명을 참조하십
시오.
• Fault Summary(오류 요약) 영역, 42 페이지
• Navigation(탐색) 창, 43 페이지
• 툴바, 4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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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작업) 창, 46 페이지
• Status(상태) 표시줄, 46 페이지
• 테이블 사용자 지정, 47 페이지
• LAN 업링크 관리자, 48 페이지
• 내부 패브릭 관리자, 48 페이지
• 하이브리드 디스플레이, 48 페이지
웹 세션 한도, 51 페이지 및 Pre-Login 배너, 52 페이지에 대한 작업은 동일하게 수행됩니다. 그러나
외부 애플리케이션의 속성 구성, 54 페이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KVM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려면 역시 Java가 필요합니다.

HTTPS를 통한 Cisco UCS Manager HTML5 GUI 로그인
Cisco UCS Manager GUI의 기본 HTTP 웹 링크는 http://UCSManager_IPv4 또는
http://UCSManager_IPv6입니다. 여기서 UCSManager_IPv4 또는 UCSManager_IPv6는 각각 Cisco
UCS Manager에 지정된 IPv4 또는 IPV6 주소입니다. 이 IP 주소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 UCSManager_IPv4 또는 UCSManager_IPv6는 Cisco UCS Manager
에 지정된 가상 또는 클러스터 IPv4 주소 또는 IPv6 주소입니다. 패브릭 인터커텍트의 관리 포트
에 지정된 IP 주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독립형 컨피그레이션: UCSManager_IPv4 또는 UCSManager_IPv6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 포트에 대한 IPv4 또는 IPv6 주소입니다.

참고

일부 브라우저는 IPv6 주소를 사용하는 HTTPS 액세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웹 브라우저에서 Cisco UCS Manager GUI 웹 링크를 입력하거나 브라우저의 즐겨찾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2

Security Alert(보안 알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Yes(예)를 클릭하여 보안 인증서를 승인하고 계속합
니다.

단계 3

Cisco UCS Manager 실행 페이지의 HTML 영역에서 Launch UCS Manager(UCS Manager 실행)를 클
릭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에서 프리로그인 배너를 표시할 경우 메시지를 읽어보고 OK(확인)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단계 5

Security(보안)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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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택 사항) 확인란을 선택하여 Cisco의 모든 콘텐츠를 승인합니다.
b) Yes를 클릭하여 인증서를 승인하고 계속합니다.
단계 6

Login(로그인)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b) Cisco UCS 구현이 여러 도메인을 포함할 경우 Domain(도메인) 드롭다운 목록에서 알맞은 도메인
을 선택합니다.
c) Login(로그인)을 클릭합니다.

HTTP를 통한 Cisco UCS Manager HTML5 GUI 로그인
Cisco UCS Manager GUI의 기본 HTTP 웹 링크는 http://UCSManager_IPv4 또는
http://UCSManager_IPv6입니다. 여기서 UCSManager_IPv4 또는 UCSManager_IPv6는 각각 Cisco
UCS Manager에 지정된 IPv4 또는 IPV6 주소입니다. 이 IP 주소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 UCSManager_IPv4 또는 UCSManager_IPv6는 Cisco UCS Manager
에 지정된 가상 또는 클러스터 IPv4 주소 또는 IPv6 주소입니다. 패브릭 인터커텍트의 관리 포트
에 지정된 IP 주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독립형 컨피그레이션: UCSManager_IPv4 또는 UCSManager_IPv6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 포트에 대한 IPv4 또는 IPv6 주소입니다.

절차
단계 1

웹 브라우저에서 Cisco UCS Manager GUI 웹 링크를 입력하거나 브라우저의 즐겨찾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2

Cisco UCS Manager에서 프리로그인 배너를 표시할 경우 메시지를 읽어보고 OK(확인)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단계 3

Cisco UCS Manager 시작 페이지의 HTML 영역에서 Launch UCS Manager(UCS Manager 시작)를 클
릭합니다.

단계 4

Login(로그인)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b) Cisco UCS 구현이 여러 도메인을 포함할 경우 Domain(도메인) 드롭다운 목록에서 알맞은 도메인
을 선택합니다.
c) Login(로그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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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Manager HTML5 GUI 로그아웃
절차
단계 1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오른쪽 맨 위의 Exit(종료)를 클릭합니다.

단계 2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로그아웃하려면 Yes(예)
로그아웃하면 Cisco UCS Manager 시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 계속 Cisco UCS Manager GUI를 사용하려면 No(아니요)

HTML5 GUI의 동작 변경 사항
Cisco UCS Manager HTML5 GUI는 기존 Java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일치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다
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Show Navigator(탐색기 표시) 명령은 Navigation(탐색) 창 트리 보기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러나 모든 정보가 Work(작업) 창에 표시됩니다.
• HTML5 GUI는 단일 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이며 다중 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
위 창을 실행하는 웹 페이지에서 작업 중일 경우 하위 창의 작업을 완료한 다음 하위 창을 닫아
야 원래 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다음 페이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 LAN 업링크 관리자
◦ SAN 업링크 관리자
◦ NAS 어플라이언스 관리자
◦ SAN 스토리지 관리자
◦ 내부 패브릭 관리자
• 온라인 도움말 ?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활성 상태인 탭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이 즉시 실행됩니
다.
• 대개의 경우 테이블 행 작업은 즉시 적용됩니다. 그러나 vNIC, vHBA, iSCSI vNIC를 생성하려면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 확인 상자의 기본값은 No(아니요) 또는 Cancel(취소)입니다.
• 모든 파일 다운로드는 로컬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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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 지원 브라우저
다음 웹 브라우저는 Cisco UCS Manager HTML5 GUI에서 지원됩니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version 10 이상
• Mozilla Firefox version 26 이상
• Google Chrome version 30 이상
• Apple Safari version 7 이상

참고

Safari 브라우저에서 처음 로그인할 때 인증서에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Opera version 1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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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패브릭 인터커넥트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초기 시스템 설정, 63 페이지
• 독립형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초기 시스템 설정 수행, 65 페이지
•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초기 시스템 설정, 68 페이지
•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을 위한 독립형 패브릭 인터커넥트 활성화, 72 페이지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정보 정책 구성, 73 페이지
• 패브릭 비우기, 75 페이지
• 이더넷 스위칭 모드, 77 페이지
• 이더넷 스위칭 모드 구성, 78 페이지
•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 79 페이지
•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 구성, 79 페이지
•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속성 변경, 80 페이지
•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리더십 역할 확인, 81 페이지

초기 시스템 설정
Cisco UCS domain에서 처음으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액세스할 때 설정 마법사에서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다음 정보를 묻습니다.
• 설치 방법(GUI 또는 CLI)
• 설정 모드(전체 시스템 백업에서 복원 또는 초기 설정)
•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유형(독립형 또는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
• 시스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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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비밀번호
• 관리 포트 IPv4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 또는 IPv6 주소 및 접두사
• 기본 게이트웨이 IPv4 또는 IPv6 주소
• DNS 서버 IPv4 또는 IPv6 주소
• 기본 도메인 이름

설정 모드
기존 백업 파일에서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복원하거나 설정 마법사를 통해 수동으로 시스템을 설
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복원을 선택할 경우 관리 네트워크에서 백업 파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유형
Cisco UCS domain에서 독립형 컨피그레이션의 단일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사용하거나 클러스터 컨
피그레이션의 이중 패브릭 인터커넥트 쌍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은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한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사용 불가해지면 다른쪽
이 맡습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을 지원하는 데 단 하나의 관리 포트(Mgmt0) 연결이 필요합니
다. 그러나 두 Mgmt0 포트 모두 연결되어야 링크 레벨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또한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은 이중 VIF(virtual interface) 연결을 위해 페일오버 복구 시간을 크게 단
축합니다. 어댑터에 한 패브릭 인터커넥트와의 액티브 VIF 연결이 있고 제2 패브릭 인터커넥트와의
스탠바이 VIF 연결이 있을 경우 액티브 VIF에서 학습한 MAC 주소가 제2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복제
되지만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액티브 VIF가 실패할 경우 제2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복제된 MAC 주소
를 설치하고 무상 ARP 메시지를 통해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트하여 전환 시간을 단축합니다.

참고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은 관리 플레인에만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이중화는 사용자 컨피
그레이션에 따라 달라지며 서드파티 툴에서 데이터 이중화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려면 L1(L1-to-L1) 및 L2(L2-to-L2) 고가용성 포트 간의 이더넷 케이
블을 사용하여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곧바로 패치 패널을 통해 연결하여 두 패브릭 인터커
넥트가 상대방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파악하게 할 수 있습니
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초기 설정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을 위해 설정한 첫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제2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활성화할 경우 제1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클러스터의 피어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감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 6100 Series Fabric Interconnect Hardware Installation Guide에서 확인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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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트 IP 주소
독립형 컨피그레이션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단일 관리 포트에 대해 단 하나의 IPv4 주소, 게이
트웨이, 서브넷 마스크 또는 단 하나의 IPv6 주소,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접두사만 지정해야 합니다.
관리 포트 IP 주소로 IPv4 또는 IPv6 주소 중 하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동일한 서브넷의 세 IPv4 주소를 또는 동일한 접두사의 세 IPv6 주소
를 지정해야 합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 A를 위한 관리 포트 IP 주소
• 패브릭 인터커넥트 B를 위한 관리 포트 IP 주소
• 클러스터 IP 주소

참고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 포트가 동일한 주소 유형(IPv4 또는
IPv6)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제1 FI를 IPv4 주소로 구성한 다음 제2 FI를 IPv6 주소로 구성하면
컨피그레이션이 실패합니다.

독립형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초기 시스템 설정 수행
시작하기 전에
1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다음 물리적 연결을 확인합니다.
• 콘솔 포트는 물리적으로 컴퓨터 터미널 또는 콘솔 서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관리 이더넷 포트(mgmt0)가 외부 허브, 스위치, 라우터에 연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Cisco UCS Hardware Installation Guide에서 확인하십시오.
2 콘솔 포트에 연결된 컴퓨터 터미널(또는 콘솔 서버)에서 콘솔 매개변수가 다음과 같은지 확인합
니다
• 9600보드
• 8 데이터 비트
• 패리티 없음
• 1 스톱 비트
3 초기 설정에 입력해야 할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 시스템 이름
•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Cisco UCS Manager 비밀번호 지침에 부합하는 강력한 비밀번호를
선택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비워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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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포트 IPv4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 또는 IPv6 주소 및 접두사
• 기본 게이트웨이 IPv4 또는 IPv6 주소
• DNS 서버 IPv4 또는 IPv6 주소(선택 사항)
• 시스템의 도메인 이름(선택 사항).

절차
단계 1

콘솔 포트에 연결합니다.

단계 2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켭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부팅되면서 POST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단계 3

설치 방법 프롬프트에 gui를 입력합니다.

단계 4

시스템에서 DHCP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있는 관리 포트의 IPv4 또는 IPv6 주소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있는 관리 포트의 IPv4 서브넷 마스크 또는 IPv6 접두사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지정된 기본 게이트웨이의 IPv4 또는 IPv6 주소
참고

Cisco UCS Manager에서는 IPv6 DHCP 서버 또는 IPv6 라우터 광고로부터의 자동 컨피그레이
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계 5

프롬프트의 웹 링크를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에 복사하여 Cisco UCS Manager GUI 실행 페이지로 이
동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 실행 페이지에서 Express Setup(빠른 설정)을 선택합니다.

단계 7

Express Setup(빠른 설정) 페이지에서 Initial Setup(초기 설정)을 선택하고 Submit(제출)을 클릭합니
다.

단계 8

Cluster and Fabric Setup(클러스터 및 패브릭 설정) 영역에서 Standalone Mode(독립형 모드) 옵션을
(를) 선택합니다.

단계 9

System Setup(시스템 설정)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필드

설명

System Name(시스템 이름) 필드

Cisco UCS domain에 지정된 이름.
독립형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시스템 이름에 "-A"를 추
가합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서는 패브릭 A로
지정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A"를, 패브릭 B로 지정
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는 "-B"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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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Admin Password(관리자 비밀번호)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관리자 계정에 쓰이는 비밀
번호.
Cisco UCS Manager 비밀번호 지침에 부합하는 강력한
비밀번호를 선택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비워둘 수 없습
니다.

Confirm Admin Password(관리자 비밀번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관리자 계정에 쓰이는 비밀
확인) 필드
번호.
Mgmt IP Address(관리 IP 주소)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 포트를 위한 고정 IPv4 또는
IPv6 주소.

Mgmt IP Netmask(관리 IP 넷마스크)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 포트를 위한 IPv4 서브넷 마
또는 Mgmt IP Prefix(관리 IP 접두사) 필드 스크 또는 IPv6 접두사.
참고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필드

Mgmt IP Address(관리 IP 주소) 필드에 입력한
주소 유형에 따라 Mgmt IP Netmask(관리 IP
넷마스크) 또는 Mgmt IP Prefix(관리 IP 접두
사)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 포트에 지정된 기본 게이트
웨이를 위한 IPv4 또는 IPv6 주소.
참고

Mgmt IP Address(관리 IP 주소) 필드에 입력한
주소 유형에 따라 Default Gateway(기본 게이
트웨이) 주소 유형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DNS Server IP(DNS 서버 IP)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지정된 DNS 서버를 위한 IPv4 또
는 IPv6 주소.

Domain Name(도메인 이름)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상주하는 도메인의 이름.

단계 10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설정 작업의 결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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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초기 시스템 설정
제1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초기 시스템 설정 수행
시작하기 전에
1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다음 물리적 연결을 확인합니다.
• 제1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콘솔 포트는 물리적으로 컴퓨터 터미널 또는 콘솔 서버에 연결되
어 있습니다.
• 관리 이더넷 포트(mgmt0)가 외부 허브, 스위치, 라우터에 연결됩니다.
•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L1 포트는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L2 포트는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Cisco UCS Hardware Installation Guide에서 확인하십시오.
2 콘솔 포트에 연결된 컴퓨터 터미널(또는 콘솔 서버)에서 콘솔 매개변수가 다음과 같은지 확인합
니다
• 9600보드
• 8 데이터 비트
• 패리티 없음
• 1 스톱 비트
3 초기 설정에 입력해야 할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 시스템 이름.
•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Cisco UCS Manager 비밀번호 지침에 부합하는 강력한 비밀번호를
선택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비워둘 수 없습니다.
• 3개의 고정 IPv4 또는 IPv6 주소:2개는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 포트용(패브릭 인터
커넥트당 1개씩), 1개는 Cisco UCS Manager에서 사용하는 클러스터 IP 주소입니다.
• 세 고정 IPv4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 또는 세 고정 IPv6 주소의 네트워크 접두사.
• 기본 게이트웨이 IPv4 또는 IPv6 주소
• DNS 서버 IPv4 또는 IPv6 주소(선택 사항)
• 시스템의 도메인 이름(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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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콘솔 포트에 연결합니다.

단계 2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켭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부팅되면서 POST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단계 3

설치 방법 프롬프트에 gui를 입력합니다.

단계 4

시스템에서 DHCP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있는 관리 포트의 IPv4 또는 IPv6 주소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있는 관리 포트의 IPv4 서브넷 마스크 또는 IPv6 접두사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지정된 기본 게이트웨이의 IPv4 또는 IPv6 주소
참고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서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 설정 시 동일한 관리 인터페이스
주소 유형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단계 5

프롬프트의 웹 링크를 웹 브라우저에 복사하여 Cisco UCS Manager GUI 실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 시작 페이지에서 Express Setup(빠른 설정)을 선택합니다.

단계 7

Express Setup(빠른 설정) 페이지에서 Initial Setup(초기 설정)을 선택하고 Submit(제출)을 클릭합니
다.

단계 8

Cluster and Fabric Setup(클러스터 및 패브릭 설정) 영역에서
a) Enable Clustering(클러스터링 활성화) 옵션을 클릭합니다.
b) Fabric Setup(패브릭 설정) 옵션에서 패브릭 A를 선택합니다..
c) Cluster IP Address(클러스터 IP 주소) 필드에Cisco UCS Manager에서 사용할 IPv4 또는 IPv6 주소
를 입력합니다.

단계 9

System Setup(시스템 설정)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필드

설명

System Name(시스템 이름) 필드

Cisco UCS domain에 지정된 이름.
독립형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시스템 이름에 "-A"를 추
가합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서는 패브릭 A로
지정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A"를, 패브릭 B로 지정
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는 "-B"를 추가합니다.

Admin Password(관리자 비밀번호)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관리자 계정에 쓰이는 비밀
번호.
Cisco UCS Manager 비밀번호 지침에 부합하는 강력한
비밀번호를 선택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비워둘 수 없습
니다.

Confirm Admin Password(관리자 비밀번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관리자 계정에 쓰이는 비밀
확인) 필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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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Mgmt IP Address(관리 IP 주소)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 포트를 위한 고정 IPv4 또는
IPv6 주소.

Mgmt IP Netmask(관리 IP 넷마스크)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 포트를 위한 IPv4 서브넷 마
또는 Mgmt IP Prefix(관리 IP 접두사) 필드 스크 또는 IPv6 접두사.
참고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필드

Mgmt IP Address(관리 IP 주소) 필드에 입력한
주소 유형에 따라 Mgmt IP Netmask(관리 IP
넷마스크) 또는 Mgmt IP Prefix(관리 IP 접두
사)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 포트에 지정된 기본 게이트
웨이를 위한 IPv4 또는 IPv6 주소.
참고

Mgmt IP Address(관리 IP 주소) 필드에 입력한
주소 유형에 따라 Default Gateway(기본 게이
트웨이) 주소 유형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DNS Server IP(DNS 서버 IP)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지정된 DNS 서버를 위한 IPv4 또
는 IPv6 주소.

Domain Name(도메인 이름)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상주하는 도메인의 이름.

단계 10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설정 작업의 결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제2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초기 시스템 설정 수행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2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콘솔 포트는 물리적으로 컴퓨터 터미널 또는 콘솔 서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구성한 제1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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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인터커넥트 구성
제2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초기 시스템 설정 수행

절차
단계 1

콘솔 포트에 연결합니다.

단계 2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켭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부팅되면서 POST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단계 3

설치 방법 프롬프트에 gui를 입력합니다.

단계 4

시스템에서 DHCP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있는 관리 포트의 IPv4 또는 IPv6 주소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있는 관리 포트의 IPv4 서브넷 마스크 또는 IPv6 접두사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지정된 기본 게이트웨이의 IPv4 또는 IPv6 주소
참고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서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 설정 시 동일한 관리 인터페이스
주소 유형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단계 5

프롬프트의 웹 링크를 웹 브라우저에 복사하여 Cisco UCS Manager GUI 실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 시작 페이지에서 Express Setup(빠른 설정)을 선택합니다.

단계 7

Express Setup(빠른 설정) 페이지에서 Initial Setup(초기 설정)을 선택하고 Submit(제출)을 클릭합니
다.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제2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인식해야 합니다.

단계 8

Cluster and Fabric Setup(클러스터 및 패브릭 설정) 영역에서
a) Enable Clustering(클러스터링 활성화) 옵션을 선택합니다.
b) Fabric Setup(패브릭 설정) 옵션에서는 패브릭 B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단계 9

System Setup(시스템 설정) 영역에서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Admin Password of Master(마스터
관리자 비밀번호) 필드에 입력합니다.
Manager Initial Setup(관리자 초기 설정) 영역이 표시됩니다.

단계 10 Manager Initial Setup(관리자 초기 설정) 영역에서 표시되는 필드는 제1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IPv4
또는 IPv6 관리 주소로 구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이 컨피그레이션에 알맞게 필드를
완성합니다.
필드

설명

Peer FI is IPv4 Cluster enabled(피어 FI에서 IPv4 로컬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Mgmt0 인터페이스에
클러스터 활성화됨). Please Provide Local Fabric 대한 IPv4 주소를 입력합니다.
Interconnect Mgmt0 IPv4 Address(로컬 패브릭
인터커넥트 Mgmt0 IPv4 주소 입력) 필드
Peer FI is IPv6 Cluster enabled(피어 FI에서 IPv6 로컬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Mgmt0 인터페이스에
클러스터 활성화됨). Please Provide Local Fabric 대한 IPv6 주소를 입력합니다.
Interconnect Mgmt0 IPv6 Address(로컬 패브릭
인터커넥트 Mgmt0 IPv6 주소 입력)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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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인터커넥트 구성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OOB IPv4 주소 추가

단계 11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설정 작업의 결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OOB IPv4 주소 추가
모든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OOB IPv4 주소, 네트워크 마스크,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에서
는 고정 IPv6 주소가 설정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해 OOB IPv4 주소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
다.

시작하기 전에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지정할 OOB IPv4 주소를 수집합니다.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UCS-A # scope fabric interconnect a 패브릭 A에 대해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드를 시작
합니다.

단계 2

UCS-A/fabric-interconnect # set
out-of-band ip ip-addr netmask
ip-addrgw ip-addr

OOB IPv4 주소, 네트워크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
소를 설정합니다.

UCS-A/fabric-interconnect #
commit-buffer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에 트랜잭션을 커밋합니다.

단계 3

콘솔 세션을 변경하면 변경을 커밋할 때 연결이
끊길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음 예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 A에 대해 OOB IPv4 주소를 구성합니다.
UCS-A# scope fabric-interconnect a
UCS-A /fabric-interconnect # set out-of-band ip 10.105.214.107 netmask 255.255.255.0 gw
10.105.214.1
Warning: When committed, this change may disconnect the current CLI session
UCS-A /fabric-interconnect* # commit-buffer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을 위한 독립형 패브릭 인터커넥트
활성화
단일 독립형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사용하는 기존 Cisco UCS domain에 제2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형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클러스터의 가상 IP 또는 IPv6 주소
를 구성하여 클러스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활성화하고 클러스터에 제2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추가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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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인터커넥트 구성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정보 정책 구성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UCS-A# connect local-mgmt

로컬 관리 모드를 시작합니다.

단계 2

UCS-A(local-mgmt) # enable
지정된 IPv4 또는 IPv6 주소로 독립형 패브릭 인터커넥트
cluster
에서 클러스터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이 명령을 입력하면
{virtual-ip-addr|virtual-ip6-addr} 클러스터 운영을 활성화할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
니다. yes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IP 주소는 클러스터에 추가하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지
정된 IP 주소가 아니라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가
상 IPv4 또는 IPv6 주소여야 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가상 IPv4 주소 192.168.1.101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독립형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활성화합니다.
UCS-A# connect local-mgmt
UCS-A(local-mgmt)# enable cluster 192.168.1.101
This command will enable cluster mode on this setup. You cannot change it
back to stand-alone. Also, any GUI or KVM sessions may be terminated. Are you sure you want
to continue? (yes/no): yes
UCS-A(local-mgmt)#

다음 예에서는 가상 IPv6 주소 192.168.1.101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독립형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활성화합니다.
UCS-A# connect local-mgmt
UCS-A(local-mgmt)# enable cluster ipv6 2001::109
This command will enable IPv6 cluster mode on this setup. You cannot change it
back to stand-alone. Also, any GUI or KVM sessions may be terminated. Are you sure you want
to continue? (yes/no): yes
UCS-A(local-mgmt)#

다음에 할 작업
제2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정보 정책 구성
Cisco UCS에 연결된 업링크 스위치를 표시하려면 정보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중요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SAN, LAN, LLDP 네이버를 보려면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정보 정책을 활
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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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인터커넥트 구성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정보 정책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정보 정책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ies(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Info Policy(정보 정책) 영역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단계 6

옵션

설명

Disabled(비활성화)

정보 정책을 비활성화합니다.

Enabled(활성화)

정보 정책을 활성화합니다.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LAN 네이버 보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AN 네이버를 볼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Neighbors(네이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LAN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이 하위 탭에서는 지정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모든 LAN 네이버가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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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인터커넥트 구성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SAN 네이버 보기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SAN 네이버 보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확장합니다.

단계 3

SAN 네이버를 표시하려는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Neighbors(네이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SAN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이 하위 탭에서는 지정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모든 SAN 네이버를 나열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LLDP 네이버 보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LDP 네이버를 볼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Neighbors(네이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LLDP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이 하위 탭에서는 지정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모든 LLDP 네이버를 나열합니다.

패브릭 비우기
Cisco UCS Manager 2.2(4)에 도입된 패브릭 비우기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IOM 또는 FEX
를 통해 연결된 모든 서버에서 시작하여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지나는 모든 트래픽을 비우는 기능입
니다.
시스템에서 보조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업그레이드하면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활성 트래픽이 중단됩
니다. 이 트래픽은 기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페일오버됩니다.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서 패브릭 비
우기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지나는 모든 활성 트래픽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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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인터커넥트 구성
패브릭 비우기 구성

2 페일오버가 구성된 vNIC의 경우 Cisco UCS Manager 또는 vCenter와 같은 툴을 사용하여 트래픽이
페일오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보조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업그레이드합니다.
4 중단된 모든 트래픽 플로우를 재시작합니다.
5 보조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클러스터 리드를 변경합니다.
6 1단계 ~ 4단계를 반복하여 나머지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참고

패브릭 비우기는 다음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수동 설치
•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

패브릭 비우기 구성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
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General(일반) 탭의 Actions(작업) 영역에서 Configure Configure Evacuation(비우기 구
Evacuation(비우기 구성)을 클릭합니다.
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5

지정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패브릭 비우기를 구성
하려면 Admin Evac Mode(비우기 모드 관리) 필드에
서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On—지정된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지나는 모든
활성 트래픽을 중단합니다.
• Off—지정된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지나는 트래
픽을 재시작합니다.

단계 6

현재 비우기 상태와 상관없이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비 (선택 사항)
우려면 Force(강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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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7

명령 또는 동작

목적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경고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nabling fabric evacuation
will stop all traffic through
this Fabric Interconnect
from servers attached through
IOM/FEX.
The traffic will fail over to
the Primary Fabric
Interconnect for fail over
vnics.
Are you sure you want to
continue?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하여 패브릭 비우기를 확인하고 계속
합니다.

이더넷 스위칭 모드
이더넷 스위칭 모드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서버와 네트워크 간의 스위칭 디바이스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정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다음 이더넷 스위칭 모드 중 하나에서 작동합니다.
엔드-호스트 모드
엔드-호스트 모드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네트워크에 대한 엔드 호스트가 되어 vNIC를 통해 연
결된 모든 서버(호스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적 피닝 또는 하드 피닝을 통해) 업링크
포트에 vNIC를 피닝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이중화되고 업링크 포트가 패브릭 나머지 영역에 서
버 포트로 나타납니다. 엔드-호스트 모드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STP(Spanning Tree Protocol)를
실행하지 않지만, 업링크 포트끼리 트래픽을 전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업링크 포트 둘 이상에서의
동시 이그레스 서버 트래픽을 거부함으로써 루프를 방지합니다. 엔드-호스트 모드는 기본 이더넷 스
위칭 모드이며 다음 중 하나가 업스트림에 쓰이는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 레이어 2 어그리게이션을 위한 레이어 2 스위칭
• VSS(Virtual Switching System) 어그리게이션 레이어

참고

엔드-호스트 모드를 활성화할 경우, vNIC가 업링크 포트에 하드 피닝된 상태에서 이 업링크 포트
가 중단되면 vNIC를 다시 피닝할 수 없으며 vNIC는 중단 상태가 계속됩니다.
스위치 모드
스위치 모드는 기존의 이더넷 스위칭 모드입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 STP
를 실행하며,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패킷이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됩니다. 스위치 모드는 기본
이더넷 스위칭 모드가 아니며,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라우터에 직접 연결된 경우 또는 다음 중 하나가
업스트림에 쓰이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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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 3 어그리게이션
• VLAN in a box

참고

두 이더넷 스위칭 모드 모두 vNIC가 업링크 포트에 하드 피닝되었더라도 서버 어레이의 모든 서
버 간 유니캐스트 트래픽은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통해서만 전송되며 결코 업링크 포트를 지나지
않습니다. 서버 간 멀티캐스트 및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은 동일 VLAN의 모든 업링크 포트를 통해
전송됩니다.

이더넷 스위칭 모드 구성
중요

이더넷 스위칭 모드를 변경할 때 Cisco UCS Manager에서 사용자를 로그아웃하고 패브릭 인터커
넥트를 재시작합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Cisco UCS Manager는 두 패브릭 인터커넥
트 모두 재시작합니다. 두 번째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이더넷 스위칭 모드의 변경을 완료하고 시
스템 준비 상태가 되는 데 몇 분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은 보존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재시작하는 동안 모든 블레이드 서버에서 모든 LAN 및 SAN 연결이 끊어지
므로 블레이드의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로 인해 운영 체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General(일반) 탭의 Actions(작업) 영역에서 다음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이더넷 스위칭 모드 설정
• 이더넷 엔드-호스트 모드 설정
현재 모드의 링크는 흐리게 표시됩니다.

단계 5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재시작하고 사용자를 로그아웃하며 Cisco UCS Manager
GUI의 연결을 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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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서버와 스토리지 디바이스 간의 스위칭 디바
이스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정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다음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 중 하
나에서 작동합니다.
엔드-호스트 모드
엔드-호스트 모드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연결된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에 대한 엔드 호스트가
되어 vHBA를 통해 연결된 모든 서버(호스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적 피닝 또는 하드
피닝을 통해) vHBA를 파이버 채널 업링크 포트에 피닝합니다. 그러면 파이버 채널 포트가 패브릭 나
머지 영역에 서버 포트(N-port)로 인식됩니다. 엔드-호스트 모드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업링크
포트끼리 트래픽을 수신하는 것을 막아 루프를 방지합니다.
엔드-호스트 모드는 NPV(N Port Virtualization) 모드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모드는 기본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입니다.

참고

엔드-호스트 모드를 활성화할 경우, vHBA가 업링크 파이버 채널 포트에 하드 피닝된 상태에서 이
업링크 포트가 중단되면 vHBA를 다시 피닝할 수 없으며 vHBA는 중단 상태가 계속됩니다.

스위치 모드
스위치 모드는 기존의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입니다. 스위치 모드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스
토리지 디바이스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이버 채널 스위치 모드를 활성화하면 SAN이 없는(예:
스토리지에 직접 연결된 단일 Cisco UCS domain) 또는 SAN이 (업스트림 MDS와 함께) 존재하는 포드
모델에서 유용합니다.
스위치 모드는 기본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가 아닙니다.

참고

파이버 채널 스위치 모드에서는 SAN 핀 그룹이 무관합니다. 기존 SAN 핀 그룹은 무시됩니다.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 구성
중요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를 변경하면 Cisco UCS Manager에서 사용자를 로그아웃하고 패브릭 인
터커넥트를 재시작합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Cisco UCS Manager는 두 패브릭 인터
커넥트 모두 동시에 재시작합니다. 두 번째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패브릭 채널 스위칭 모드의 변
경을 완료하고 시스템 준비 상태가 되는 데 몇 분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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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가 변경될 경우 양쪽 Cisco UCS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동시에 다시 로드
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다시 로드하면 10분 ~ 15분가량 시스템 전반의 다운타임이 발생합
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General(일반) 탭의 Actions(작업) 영역에서 다음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Set Fibre Channel Switching Mode
• Set Fibre Channel End-Host Mode
현재 모드의 링크는 흐리게 표시됩니다.

단계 5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재시작하고 사용자를 로긍아웃하며 Cisco UCS Manager
GUI의 연결을 끊습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속성 변경
참고

Cisco UCS domain의 서브넷 또는 네트워크 접두사를 변경하려면 모든 서브넷 또는 접두사, Cisco
UCS Manager 액세스에 쓰이는 가상 IPv4 또는 IPv6 주소,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IPv4 또는
IPv6 주소를 한꺼번에 바꿔야 합니다.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IPv4이든 IPv6이든 동일한 관리 주소 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패브릭
B의 관리 주소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패브릭 A의 관리 주소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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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을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Management Interfaces(관리 인터페이스)를 클릭하여 Management
Interfaces(관리 인터페이스) 대화 상자를 엽니다.

단계 5

Management Interfaces(관리 인터페이스)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값을 수정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액세스에 사용할 가상 IP 주소만 변경하려면 원하는 IP 주소를 Virtual IP(가상 IP)
영역의 IPv4 Address(IPv4 주소) 또는 IPv6 Address(IPv6 주소) 필드에 입력합니다.

단계 7

Cisco UCS domain에 지정된 이름만 변경하려면 Virtual IP(가상 IP) 영역의 Name(이름) 필드 필드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단계 8

서브넷 및 IPv4 주소 또는 네트워크 접두사 및 IPv6 주소 그리고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지정된 기본 게
이트웨이를 변경하려면 다음 필드를 업데이트합니다.
a) Virtual IP(가상 IP) 영역의 IPv4 Address(IPv4 주소) 또는 IPv6 Address(IPv6 주소) 필드에서 Cisco
UCS Manager 액세스에 사용하는 IP 주소를 변경합니다.
b) 각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Fabric Interconnect(패브릭 인터커넥트) 영역에서 IPv4 또는 IPv6 탭을
클릭합니다.
c) IPv4 탭에서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를 업데이트합니다.
d) IPv6 탭에서는 IP 주소, 접두사, 기본 게이트웨이를 업데이트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Cisco UCS Manager GUI에서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리더십 역할 확인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역할을 식별할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General(일반) 탭에서 High Availability Details(고가용성 세부 사항) 모음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
여 해당 영역을 확장합니다.

단계 6

Leadership(리더십) 필드를 보면서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기본 또는 부속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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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및 포트 채널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61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의 서버 및 업링크 포트, 84 페이지
• Cisco UCS 62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유니파이드 포트, 85 페이지
• 서버 포트, 93 페이지
• 업링크 이더넷 포트, 94 페이지
•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포트 재구성, 95 페이지
•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포트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96 페이지
•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포트 구성 해제, 97 페이지
• 어플라이언스 포트, 97 페이지
• FCoE 및 FC(Fibre Channel) 스토리지 포트, 99 페이지
• FC 업링크 포트 구성, 101 페이지
• FCoE 업링크 포트, 102 페이지
•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 103 페이지
•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 105 페이지
•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 106 페이지
• 어플라이언스 포트 채널, 110 페이지
• 임계값 조건 만들기, 113 페이지
• 정책 기반 포트 오류 처리, 114 페이지
• 파이버 채널 포트 채널, 115 페이지
• FCoE 포트 채널, 119 페이지
•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 채널, 1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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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댑터 포트 채널, 120 페이지
• 패브릭 포트 채널, 121 페이지
• 내부 패브릭 관리자로 서버 포트 구성, 125 페이지

61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의 서버 및 업링크 포트
각 Cisco UCS 6100 Series Fabric Interconnect는 고정 포트 모듈에 몇 개의 포트가 있으며, 이를 서버 포
트 또는 업링크 이더넷 포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포트는 예약되지 않았습니다. 구성하지 않으
면 Cisco UCS domain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장 모듈을 추가하여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업링크
포트 수를 늘리거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업링크 파이버 채널 포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포트를 구성할 때 관리 상태는 자동으로 활성화로 설정됩니다. 포트가 다
른 디바이스에 연결될 경우 트래픽 중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트를 구성한 후에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업링크 포트로 트래픽을 피닝하려면 LAN 핀 그룹 및 SAN 핀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

Cisco UCS 61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의 포트는 통합되지 않습니다. 유니파이드 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 62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유니파이드 포트를 참조하십시오.
각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다음 포트 유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버 포트
서버 포트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서버 어댑터 카드 간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서버 포트는 고정 포트 모듈에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확장 모듈은 서버 포트를 포함하지 않
습니다.
업링크 이더넷 포트
업링크 이더넷 포트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네트워크의 다음 레이어 간의 이더넷 트래픽을 처
리합니다. 네트워크로 향하는 모든 이더넷 트래픽은 이 포트 중 하나에 피닝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더넷 포트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작동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
다.
• 업링크
• FCoE
• 어플라이언스
업링크 이더넷 포트는 고정 모듈 또는 확장 모듈 중 하나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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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링크 파이버 채널 포트
업링크 파이버 채널 포트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SAN의 다음 레이어 간의 FCoE 트래픽을 처
리합니다. 네트워크로 향하는 모든 FCoE 트래픽은 이 포트 중 하나에 피닝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버 채널 포트는 업링크입니다. 그러나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포트로 작동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Cisco UCS에서 DAS(Direct-Attached Storage) 디바이스와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업링크 파이버 채널 포트는 확장 모듈에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정 모듈은 업링크 파이버
채널 포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Cisco UCS 62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유니파이드 포트
유니파이드 포트란 이더넷 또는 파이버 채널 트래픽을 전달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Cisco UCS 62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의 포트입니다. 이 포트는 예약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구성하지 않으면 Cisco
UCS domain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포트를 구성할 때 관리 상태는 자동으로 활성화로 설정됩니다. 포트가 다
른 디바이스에 연결될 경우 트래픽 중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트를 구성한 후에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구성 가능한 비컨 LED는 선택된 포트 모드에서 어떤 유니파이드 포트가 구성되었는지 보여줍니다.

포트 모드
포트 모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유니파이드 포트가 이더넷 또는 파이버 채널 트래픽을 전달하도
록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포트 모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자동으로 검색하지 않습
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구성합니다.
포트 모드를 변경하면 기존 포트 컨피그레이션이 삭제되고 새 논리적 포트로 대체됩니다. 이 포트 컨
피그레이션과 연결되었던 모든 개체(예: VLAN, VSAN)가 제거됩니다. 유니파이드 포트에서 포트 모
드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포트 유형
포트 유형은 유니파이드 포트 연결을 통해 전달되는 트래픽의 유형을 정의합니다.
나열된 모든 포트 유형이 고정 모듈과 확장 모듈 모두에서 구성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61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확장 모듈에서는 구성 불가하지만 62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확장 모듈에
서는 구성 가능한 서버 포트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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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더넷 포트 모드로 변경된 유니파이드 포트는 업링크 이더넷 포트 유형으로 설정됩니
다. 파이버 채널 포트 모드로 변경된 유니파이드 포트는 파이버 채널 업링크 포트 유형으로 설정됩니
다. 파이버 채널 포트는 구성 해제할 수 없습니다.
포트 유형을 변경하더라도 재부팅할 필요 없습니다.
포트 모드가 이더넷으로 설정될 경우 다음 포트 유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서버 포트
• 이더넷 업링크 포트
• 이더넷 포트 채널 멤버
• FCoE 포트
• 어플라이언스 포트
• 어플라이언스 포트 채널 멤버
• SPAN 목적지 포트
• SPAN 소스 포트

참고

SPAN 소스 포트의 경우 포트 유형 중 하나를 구성한 다음 이 포트를 SPAN 소스
로 구성합니다.

포트 모드가 파이버 채널로 설정될 경우 다음 포트 유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파이버 채널 업링크 포트
• 파이버 채널 포트 채널 멤버
•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포트
• FCoE 업링크 포트
• SPAN 목적지 포트
• SPAN 소스 포트

참고

SPAN 소스 포트의 경우 포트 유형 중 하나를 구성한 다음 이 포트를 SPAN 소스
로 구성합니다.

유니파이드 포트용 비컨 LED
62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각 포트에 해당하는 비컨 LED가 있습니다. 비컨 LED가 제대로 구
성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 특정 포트 모드에서 어떤 포트가 구성되었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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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컨 LED 속성을 구성하여 어떤 포트 모드(이더넷 또는 파이버 채널)에서 어떤 포트가 그룹화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컨 LED 속성은 Off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확장 모듈의 유니파이드 포트의 경우 확장 모듈 재부팅 중에 비컨 LED 속성이 기본값인 Off로 재
설정될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포트 구성에 대한 지침
유니파이드 포트를 구성할 때 다음 지침 및 제한을 고려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유니파이드 포트는 62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Cisco UCS Manager, version 2.0에서 지원됩니
다.
61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는 Cisco UCS Manager, version 2.0을 실행하더라도 유니파이드
포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포트 모드 배치
Cisco UCS Manager GUI 인터페이스는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고정 또는 확장 모듈의 유니파이드 포트
에 대한 포트 모드를 구성하므로 포트 모드가 유니파이드 포트에 지정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제
한 사항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Cisco UCS Manager CLI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경우 이 제한 사항은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트랜잭션을 커밋할 때 적용됩니다. 포트 모드 컨피그레이션이 다음 제
한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Cisco UCS Manager CLI는 오류를 표시합니다.
• 이더넷 포트는 블록으로 그룹화되어야 합니다. 각 모듈(고정 또는 확장)에서 이더넷 포트 블록
은 첫 포트로 시작하고 짝수 번호 포트로 끝나야 합니다.
• 파이버 채널 포트는 블록으로 그룹화되어야 합니다. 각 모듈(고정 또는 확장)에서 파이버 채널
포트 블록의 첫 포트는 마지막 이더넷 포트의 다음이고 이어서 모듈의 나머지 포트를 포함하는
범위여야 합니다. 파이버 채널 포트가 있는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파이버 채널 블록이 고정 또는
확장 모듈의 첫 포트로 시작해야 합니다.
• 단일 모듈에서 이더넷 포트와 파이버 채널 포트가 번갈아 나오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컨피그레이션의 예— 유니파이드 포트 1 ~ 16을 이더넷 포트 모드로 구성된 고정 모듈에, 포
트 17 ~ 32는 파이버 채널 포트 모드에 둘 수 있습니다. 확장 모듈에서는 포트 1 ~ 4를 이더넷 포트 모
드에, 포트 5 ~ 16을 파이버 채널 모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포트 유형과 파이버 채널 포트
유형을 번갈아 배치하는 것에 대한 규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포트 배치는 개별 모듈 각각의 규
칙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컨피그레이션의 예— 포트 16을 시작으로 파이버 채널 포트 블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포
트 블록은 홀수 번호 포트로 시작해야 하므로 이 블록은 포트 17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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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구성 가능한 업링크 이더넷 포트 및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의 총 개
수는 31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는 확장 모듈에 구성된 업링크 이더넷 포트 및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 멤버를 포함한 것입니다.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 및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 구성에 대한 주의
및 지침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 및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를 다룰 때 따라야 할 주의 사항 및 지침입니다.
•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에서 한 구성 요소를 SPAN 소스로 활성화할 경우 다른 구성 요소도 자
동으로 SPAN 소스가 됩니다.

참고

이더넷 업링크 포트에서 SPAN 소스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
는 FCoE 업링크 포트에서 SPAN 소스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삭제합니다. FCoE
업링크 포트에서 SPAN 소스를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FCoE 및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에서 기본이 아닌 네이티브 VLAN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VLAN
은 어떤 트래픽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Cisco UCS Manager는 이 용도로 기존
fcoe-storage-native-vlan을 재사용합니다. 이 fcoe-storage-native-vlan은 FCoE 및 유니파이드 업링
크에서 네이티브 VLAN으로 사용됩니다.
•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에서 이더넷 업링크 포트에 대해 기본이 아닌 VLAN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fcoe-storage-native-vlan이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의 네이티브 VLAN으로 지정됩니다. 이
더넷 포트에서 기본이 아닌 네이티브 VLAN이 네이티브 VLAN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유니파이
드 업링크 포트의 네이티브 VLAN으로 지정됩니다.
• 이더넷 포트 채널에서 멤버 포트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FCoE 포트 채
널에서 해당 멤버 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삭제합니다. FCoE 포트 채널에서 멤버 포트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더넷 포트를 독립형 포트(예: 서버 포트, 이더넷 업링크, FCoE 업링크, FCoE 스토리지)로 구성
하고 이를 이더넷 또는 FCoE 포트 채널의 멤버 포트로 만들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자동으
로 이 포트를 이더넷 및 FCoE 포트 채널의 멤버로 만듭니다.
• 서버 업링크, 이더넷 업링크, FCoE 업링크 또는 FCoE 스토리지에서 어떤 멤버 포트의 멤버십을
제거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이더넷 포트 채널 및 FCoE 포트 채널에서 해당 멤버 포트를
삭제하고 새 독립형 포트를 생성합니다.
• Cisco UCS Manager Release 2.1을 더 낮은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할 경우, 다운그레이드가 완료
되면 모든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 및 포트 채널이 이더넷 포트 및 이더넷 포트 채널로 변환됩
니다. 또한 모든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가 어플라이언스 포트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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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파이드 포트 및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의 경우, 2개의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면 하나의
라이센스만 체크아웃됩니다. 두 인터페이스 중 어느 쪽이든 활성 상태라면 라이센스가 체크아
웃 상태로 유지됩니다.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 또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에서 양쪽 인터
페이스 모두 비활성화될 경우에만 라이센스가 해제됩니다.
• Cisco UCS 6100 Series 패브릭 인터커넥트 스위치는 동일한 다운스트림 NPV 스위치와 연결된
1VF 또는 1VF-PO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포트 모드 변경이 데이터 트래픽에 미칠 영향
포트 모드를 변경하면 Cisco UCS domain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되는 기
간 및 영향을 받는 트래픽은 Cisco UCS domain 및 포트 모드가 변경되는 모듈의 컨피그레이션에 따
라 달라집니다.

팁

시스템 변경 중에 트래픽 중단을 최소화하려면 고정 및 확장 모듈에서 파이버 채널 업링크 포트
채널을 생성합니다.

포트 모드 변경이 확장 모듈에 미칠 영향
확장 모듈에서 포트 모드를 변경하면 모듈이 재부팅됩니다. 모듈이 재부팅되는 동안 확장 모듈의 포
트를 지나는 모든 트래픽이 약 1분간 중단됩니다.
포트 모드 변경이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고정 모듈에 미칠 영향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는 2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있습니다. 고정 모듈에서 포트 모드를 변경
하면 모듈이 재부팅됩니다. 데이터 트래픽에 미칠 영향은 오류 발생 시 다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페
일오버하도록 서버 vNIC를 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확장 모듈에서 포트 모드를 변경한 다음 다른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포트
모드를 변경하기 전에 재부팅을 기다릴 경우 다음과 같이 됩니다.
• 서버 vNIC 페일오버가 구성된 경우 트래픽이 다른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페일오버되고 트래
픽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서버 vnIC 페일오버가 없을 경우 포트 모드를 변경한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지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이 패브릭 약 8분간 중단되며 그 사이에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재부팅됩니다.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고정 모듈에서 동시에 포트 모드를 변경할 경우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지
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이 약 8분간 중단되며 그 사이에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재부팅됩니다.
포트 모드 변경이 독립형 컨피그레이션의 고정 모듈에 미칠 영향
독립형 컨피그레이션에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하나뿐입니다. 고정 모듈에서 포트 모드를 변경하면
모듈이 재부팅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지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이 약 8분간 중단되며 그 사
이에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재부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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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Fabric Interconnect에 대한 포트 모드 구성
주의

두 모듈 중 하나에서 포트 모드를 변경하면 데이터 트래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정 모듈로 변
경할 경우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재부팅되어야 하고 확장 모듈에서 변경되면 그 모듈이 재부팅되
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Cisco UCS domain에 고가용성을 위해 설정된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이 있고 페일오버를 위해 구
성된 서비스 프로필의 서버가 있을 경우, 고정 모듈에서 포트 모드가 변경될 때 트래픽이 다른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페일오버되고 데이터 트래픽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General(일반) 탭의 Actions(작업) 영역에서 Configure Unified Ports(유니파이드 포트 구성)를 클릭합
니다.

단계 5

확인 메시지를 검토하고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Yes(예)—포트 모드 구성을 진행합니다.
• No(아니요)—포트 모드를 구성하지 않고 종료하며 알맞은 유지관리 창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
니다.

단계 6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여 포트 모드를 구성하려는 모듈을 선택합니다.
• 고정 모듈 구성
• 확장 모듈 구성

단계 7

마우스를 사용하여 슬라이더 막대를 끌어 모듈에 대해 원하는 포트 모드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합니
다.
이전에 구성된 포트에 대해 포트 모드를 변경할 경우 그 포트는 구성되지 않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단계 8

다른 모듈에 대한 포트 모드를 구성하려면 6단계 및 7단계를 반복합니다.

단계 9

Finish(마침)를 클릭하여 포트 모드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합니다.
포트 모드를 구성한 모듈에 따라 Cisco UCS domain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이 다음과 같이 중단됩니다.
• 고정 모듈—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재부팅됩니다. 그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지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이 중단됩니다. 페일오버를 위해 구성된 vNIC가 있는 서버를 포함하는 고가용성 클러스
터 컨피그레이션에서는 트래픽이 다른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페일오버되므로 중단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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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모듈이 재부팅하는 데 8분가량 걸립니다.
• 확장 모듈—모듈이 재부팅합니다. 그 모듈의 포트를 지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이 중단됩니다.
확장 모듈이 재부팅하는 데 1분가량 걸립니다.

다음에 할 작업
포트의 포트 유형을 구성합니다. 슬라이더 위의 모듈 화면에서 임의의 포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하고 해당 포트에서 사용 가능 포트 유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6296 Fabric Interconnect에 대한 포트 모드 구성
주의

두 모듈 중 하나에서 포트 모드를 변경하면 데이터 트래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정 모듈로 변
경할 경우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재부팅되어야 하고 확장 모듈에서 변경되면 그 모듈이 재부팅되
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Cisco UCS domain에 고가용성을 위해 설정된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이 있고 페일오버를 위해 구
성된 서비스 프로필의 서버가 있을 경우, 고정 모듈에서 포트 모드가 변경될 때 트래픽이 다른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페일오버되고 데이터 트래픽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General(일반) 탭의 Actions(작업) 영역에서 Configure Unified Ports(유니파이드 포트 구성)를 클릭합
니다.

단계 5

확인 메시지를 검토하고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Yes(예)—Configure Unified Ports(유니파이드 포트 구성) 마법사를 열고 포트 모드 구성을 진행
합니다.
• No(아니요)—포트 모드를 구성하지 않고 종료하며 알맞은 유지관리 창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
니다.

단계 6

Configure Fixed Module Ports(고정 모듈 포트 구성)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마우스를 사용하여 슬라이더 막대를 끌어 고정 모듈에 대해 원하는 포트 모드 컨피그레이션을 표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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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포트에 대한 포트 유형을 구성하려는 경우 슬라이더 위의 모듈 화면에서 임의의 포트를 마우스 오
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해당 포트에서 사용 가능 포트 유형을 구성합니다.
c)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Next(다음)를 클릭하여 확장 모듈 1의 포트에 대한 포트 모드를 구성합니다.
• 확장 모듈의 포트에 대한 포트 모드를 구성하지 않으려면 9단계로 진행합니다.
이전에 구성된 포트에 대해 포트 모드를 변경할 경우 그 포트는 구성되지 않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단계 7

Configure Expansion Module 1 Ports(확장 모듈 1 포트 구성)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마우스를 사용하여 슬라이더 막대를 끌어 확장 모듈에 대해 원하는 포트 모드 컨피그레이션을 표
시합니다.
b) 포트에 대한 포트 유형을 구성하려는 경우 슬라이더 위의 모듈 화면에서 임의의 포트를 마우스 오
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해당 포트에서 사용 가능 포트 유형을 구성합니다.
c)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Next(다음)를 클릭하여 확장 모듈 2의 포트에 대한 포트 모드를 구성합니다.
• 나머지 확장 모듈의 포트에 대한 포트 모드를 구성하지 않으려면 9단계로 진행합니다.
이전에 구성된 포트에 대해 포트 모드를 변경할 경우 그 포트는 구성되지 않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단계 8

확장 모듈 3에 대해 포트 모드를 구성하려면 7단계를 반복합니다.

단계 9

Finish(마침)를 클릭하여 포트 모드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합니다.
포트 모드를 구성한 모듈에 따라 Cisco UCS domain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이 다음과 같이 중단됩니다.
• 고정 모듈—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재부팅됩니다. 그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지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이 중단됩니다. 페일오버를 위해 구성된 vNIC가 있는 서버를 포함하는 고가용성 클러스
터 컨피그레이션에서는 트래픽이 다른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페일오버되므로 중단되지 않습
니다.
고정 모듈이 재부팅하는 데 8분가량 걸립니다.
• 확장 모듈—모듈이 재부팅합니다. 그 모듈의 포트를 지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이 중단됩니다.
확장 모듈이 재부팅하는 데 1분가량 걸립니다.

유니파이드 포트에 대한 비컨 LED 구성
비컨 LED를 구성하려는 각 모듈에서 다음 작업을 완료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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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포트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비컨 LED를 구성하려는 유니파이드 포트의 위치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고정 모듈
• 확장 모듈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Properties(속성) 영역의 Beacon LED(비컨 LED) 필드에서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Off—모든 물리적 LED가 꺼져 있습니다.
• Eth—모든 이더넷 포트 옆의 물리적 LED가 켜져 있습니다..
• Fc—모든 파이버 채널 옆의 물리적 LED가 켜져 있습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서버 포트
서버 포트 구성
나열된 모든 포트 유형이 고정 모듈과 확장 모듈 모두에서 구성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61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확장 모듈에서는 구성 불가하지만 62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확장 모듈에
서는 구성 가능한 서버 포트도 포함됩니다.
이 작업에서는 포트를 구성하는 한 가지 방법만 설명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나타
나는 메뉴 또는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도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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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링크 이더넷 포트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 탭에서 Fabric Interconnects > Fabric_Interconnect_Name > Fixed Module > Ethernet Ports
를 확장합니다.

단계 3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 노드에서 포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nfigure(재구성)를 클릭합니다.

단계 6

드롭다운 목록에서 Configure as Server Port(서버 포트로 구성)를 선택합니다.

업링크 이더넷 포트
업링크 이더넷 포트 구성
업링크 이더넷 포트는 고정 모듈 또는 확장 모듈 중 하나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업링크 이더넷 포트를 구성하는 한 가지 방법만 설명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
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업링크 이더넷 포트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구성하려는 포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 노드에서 포트 하나를 클릭합니다.
서버 포트, 어플라이언스 포트 또는 FCoE 스토리지 포트를 재구성하려는 재구성하려는 경우 알맞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nfigure(재구성)를 클릭합니다.

단계 7

드롭다운 목록에서 Configure as Uplink Port(업링크 포트로 구성)를 선택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필요하다면 업링크 이더넷 포트의 기본 플로우 제어 정책 및 관리 속도 속성을 변경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94

포트 및 포트 채널 구성
업링크 이더넷 포트의 속성 변경

업링크 이더넷 포트의 속성 변경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구성하려는 포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 노드에서 변경할 업링크 이더넷 포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Show Interface(인터페이스 표시)를 클릭합니다.

단계 7

Properties(속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a) (선택 사항) User Label(사용자 레이블) 필드에 포트를 식별할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b) 수신 버퍼가 찼을 때 포트에서 IEEE 802.3x 일시 정지 프레임을 보내고 받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
해 Flow Control Policy(플로우 제어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플로우 제어 정책을 선택합니다.
c) Admin Speed(관리 속도) 필드에서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1Gbps
• 10Gbps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포트 재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재구성할 포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재구성할 포트를 하나 이상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nfigure(재구성)를 클릭합니다.

단계 7

드롭다운 목록에서 포트를 재구성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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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및 포트 채널 구성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포트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예: 업링크 이더넷 포트를 서버 포트로 재구성
1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 노드를 확장하고 재구성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2 위 5단계와 6단계를 따릅니다.
3 드롭다운 목록에서 Configure as Server Port(서버 포트로 구성)를 선택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포트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포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한 다음 1분 이상 기다렸다가 섀시를 재승인
합니다. 섀시 재승인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섀시에서 보내는 서버 트래픽의 피닝에 활성화했거나 비
활성화한 포트의 변경 사항이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성된 포트만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포트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활성화/비활성화
옵션은 활성 상태가 아닙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포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 노드에서 포트를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Enable Port(포트 활성화) 또는 Disable Port(포트 비활성화)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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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포트 구성 해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포트 구성 해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구성 해제할 포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 노드에서 포트를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Unconfigure(구성 해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어플라이언스 포트
어플라이언스 포트는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직접 연결형 NFS 스토리지에 연결하는 데에만 사용됩니
다.

참고

새 어플라이언스 VLAN을 생성할 때 그 IEEE VLAN ID는 LAN 클라우드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VLAN으로 구성된 어플라이언스 포트는 기본적으로 피닝 오류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
니다. 이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가동하려면 LAN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IEEE VLAN ID를 사용하여
VLAN을 구성해야 합니다.
Cisco UCS Manager Release 2.2(4)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당 최대 4개의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지원
합니다.

어플라이언스 포트 구성
어플라이언스 포트는 고정 모듈 또는 확장 모듈 중 하나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구성하는 한 가지 방법만 설명합니다. 포트의 General(일반) 탭
에서도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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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구성하려는 포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 노드에서 포트를 선택합니다.
서버 포트,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FCoE 스토리지 포트를 재구성하려는 재구성하려는 경우 알맞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nfigure(재구성)를 클릭합니다.

단계 7

드롭다운 목록에서 Configure as Appliance Port(어플라이언스 포트로 구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9

IConfigure as Appliance Port(어플라이언스 포트로 구성) 대화 상자에서 필수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10 VLANs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Port Mode(포트 모드) 필드에서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여 포트 채널에 사용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 Trunk(트렁크)—Cisco UCS Manager GUI에서 VLAN 테이블을 표시하며, 여기서 사용할
VLA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ccess(액세스)—Cisco UCS Manager GUI에서 Select VLAN(VLAN 선택) 드롭다운 목록을
표시하며, 여기서 이 포트 또는 포트 채널과 연결할 VLA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드에서든 Create VLAN(VLAN 생성) 링크를 클릭하여 새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어플라이언스 포트에 대한 트래픽이 업링크 포트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LAN 클라우드에
서 이 포트가 사용하는 각 VLAN도 정의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다른 서버에서도 스토리
지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기본 패브릭 인터커넥트용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오류가 발생할
때 보조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트래픽을 페일오버하려는 경우 트래픽이 업링크 포트를 통
과해야 합니다.

b) Trunk(트렁크) 라디오 버튼을 클릭한 경우 VLAN 테이블의 필수 필드를 완료합니다.
c) Access(액세스) 라디오 버튼을 클릭한 경우 Select VLAN(VLAN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VLAN
을 선택합니다.
단계 11 (선택 사항) 엔드포인트를 추가하려는 경우 Ethernet Target Endpoint(이더넷 대상 엔드포인트) 확
인란을 선택하여 이름 및 MAC 주소를 지정합니다.
단계 12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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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라이언스 포트의 속성 수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수정하려는 어플라이언스 포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를 확장합니다.

단계 5

속성을 수정하려는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Actions(작업) 영역에서 Show Interface(인터페이스 표시)를 클릭합니다.
Properties(속성) 대화 상자에서 모든 필드를 보려면 스크롤 막대를 사용하거나 확장해야 합니다.

단계 8

Properties(속성)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값을 수정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FCoE 및 FC(Fibre Channel) 스토리지 포트
FCoE 스토리지 포트 구성
FCoE 스토리지 포트는 고정 모듈 또는 확장 모듈 중 하나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FCoE 스토리지 포트를 구성하는 한 가지 방법만 설명합니다. 포트의 General(일반) 탭
에서도 FCoE 스토리지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포트가 유효하려면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가 스위칭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스토리지 포트는
엔드-호스트 모드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구성하려는 포트의 위치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확장합니다.
• 고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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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모듈
단계 4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 노드에서 하나 이상의 포트를 클릭합니다.
업링크 이더넷 포트, 서버 포트 또는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재구성하려는 경우 알맞은 노드를 확장합
니다.

단계 5

선택한 포트 하나 이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onfigure as FCoE Storage Port(FCoE
스토리지 포트로 구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FC 스토리지 포트 구성
이 작업에서는 FC 스토리지 포트를 구성하는 한 가지 방법만 설명합니다. 포트의 General(일반) 탭에
서도 FC 스토리지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포트가 유효하려면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가 스위칭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스토리지 포트는
엔드-호스트 모드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Expansion Module(확장 모듈)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FC Ports(FC 포트) 노드에서 하나 이상의 포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5

선택한 포트 하나 이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onfigure as FC Storage Port(FC 스토리
지 포트로 구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업링크 FC 포트 복원
이 작업에서는 FC 스토리지 로트를 업링크 FC 포트로 작동하도록 복원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설명합니
다. 포트의 General(일반) 탭에서도 FC 스토리지 포트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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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Expansion Module(확장 모듈)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FC Ports(FC 포트) 노드에서 하나 이상의 포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5

선택한 포트 하나 이상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Configure as Uplink Port(업링크 포트로 구
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FC 업링크 포트 구성
FC 업링크 포트는 고정 모듈 또는 확장 모듈 중 하나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FC 업링크 포트를 구성하는 한 가지 방법만 설명합니다. 포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으로 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FC 업링크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구성하려는 포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FC Ports(FC 포트) 노드에서 임의의 Storage(스토리지) 포트를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Configure as Uplink Port(업링크 포트 구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성공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Actions(작업) 영역에서 Configure as Uplink Port(업링크 포트로 구성)는 회색으로 표시되고 Configure
as FC Storage Port(FC 스토리지 포트로 구성)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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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oE 업링크 포트
FCoE 업링크 포트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업스트림 이더넷 스위치 사이의 물리적 인터넷 인터페이
스로서 FCoE 트래픽 전달에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지원 덕분에 동일한 물리적 이더넷 포트에서 이
더넷 트래픽과 파이버 채널 트래픽을 모두 전달할 수 있습니다.
FCoE 업링크 포트는 파이버 채널 트래픽을 위한 FCoE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업스트림 이더넷 스위치
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파이버 채널 및 이더넷 트래픽 모두 동일한 물리적 이더넷 링크를 통해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참고

FCoE 업링크 및 유니파이드 업링크는 유니파이드 패브릭을 분산 레이어 스위치까지 확장함으로
써 멀티홉 FCoE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다음 중 하나와 동일한 이더넷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FCoE 업링크 포트—파이버 채널 트래픽만을 위한 FCoE 업링크 포트
• 업링크 포트—이더넷 트래픽만을 위한 이더넷 포트
•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이더넷 및 파이버 채널 트래픽을 모두 전달할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
트

FCoE 업링크 포트 구성
FCoE 업링크 포트는 고정 모듈 또는 확장 모듈 중 하나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FCoE 업링크 포트를 구성하는 한 가지 방법만 설명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메뉴 또는 포트의 General(일반) 탭에서도 FCoE 업링크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구성하려는 포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 노드에서 임의의 Unconfigured(미구성) 포트를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nfigure(재구성)를 클릭합니다.

단계 7

드롭다운 옵션에서 Configure as FCoE Uplink Port(FCoE 업링크 포트로 구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9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성공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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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Role(역할)이 Fcoe Uplink(FCoE 업링크)로 바뀝니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에서는 동일한 물리적 포트를 이더넷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및 FCoE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의의 어플라이언스 포트 또는 FCoE 스토리지 포트를 고정 모듈
또는 확장 모듈의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를 구
성하려면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에서 개별 FCoE 스토리지 또는 어플라이언스 인터페이스를 활성화/비활
성화할 수 있습니다.
•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에서 어플라이언스 포트에 대해 기본이 아닌 VLAN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fcoe-storage-native-vlan이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의 네이티브 VLAN으로 지정됩니다.
어플라이언스 포트에서 기본이 아닌 VLAN이 기본 VLAN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유니파이드 스
토리지 포트의 네이티브 VLAN으로 지정됩니다.
• 어플라이언스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때 해당 물리적 포트가 활성화되거나 비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에서 어플라이언스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하면
FCoE 스토리지는 활성화되었더라도 물리적 포트와 함께 중단됩니다.
• FCoE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때 해당 VFC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
화됩니다. 따라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에서 FCoE 스토리지 인터페이스가 비활성화될 때
어플라이언스 인터페이스는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에서 어플라이언스 포트 구성
어플라이언스 포트 또는 FCoE 스토리지 포트 중 하나에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구성되지 않은 포트에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되지 않
은 포트에서 시작할 경우 이 포트에 어플라이언스 또는 FCoE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을 지정하고 다
른 컨피그레이션도 추가하여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로 활성화합니다.

중요

FI가 FC 스위칭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구성하려는 포트의 위치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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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모듈
• 확장 모듈
단계 4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 노드에서 이미 어플라이언스 포트로 구성된 임의의 포트를 선택합니다.
Work(작업) 창 General(일반) 탭 Properties(속성) 영역의 Role(역할)에 Appliance Storage라고 표시
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nfigure(재구성)를 클릭합니다.

단계 6

팝업 메뉴에서 Configure as FCoE Storage Port(FCoE 스토리지 포트로 구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성공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Role(역할)이 Fcoe
Uplink(FCoE 업링크)로 바뀝니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포트 구성 취소
유니파이드 연결 포트에서 양쪽 컨피그레이션 모두 구성 취소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둘 중
하나를 구성 취소하고 나머지는 포트에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구성 취소할 포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 노드에서 구성 취소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Unconfigure(구성 취소)를 클릭합니다.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 Unconfigure FCoE Storage Port(FCoE 스토리지 포트 구성 취소)
• Unconfigure Appliance Port(어플라이언스 포트 구성 취소)
• Unconfigure both(둘 다 구성 취소)

단계 7

구성 취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9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성공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구성 취소 선택에 따라 Properties(속성) 영
역에서 Role(역할)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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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
이더넷 업링크 및 FCoE 업링크를 동일한 물리적 이더넷 포트에서 구성할 경우 이를 유니파이드 업링
크 포트라고 합니다. FCoE 또는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각각 독립적으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FCoE 업링크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면 해당 VFC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 이더넷 업링크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면 해당 물리적 포트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
다.
이더넷 업링크를 비활성화할 경우 유니파이드 업링크의 기본 물리적 포트가 비활성화됩니다. 따라
서 FCoE 업링크가 활성화되었더라도 FCoE 업링크 역시 중단됩니다. 그러나 FCoE 업링크를 비활성
화하면 VFC만 중단됩니다. 이더넷 업링크가 활성화된 상태라면 여전히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 구성
다음 중 하나에서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존 FCoE 업링크 또는 이더넷 업링크 포트
• 구성되지 않은 업링크 포트
이 프로세스에서는 기존 FCoE 업링크 포트에서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를 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설명합니다.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는 고정 모듈 또는 확장 모듈 중 하나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ucs-mini는 억제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구성하려는 포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 노드에서 포트를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Role(역할)이 Fcoe Uplink(FCoE 업링크)로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7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nfigure(재구성)를 클릭합니다.

단계 8

드롭다운 옵션에서 Configure as Uplink Port(업링크 포트로 구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9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성공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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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업링크 포트 구성 취소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Role(역할)이 Unified Uplink(유니파이드 업링크)로 바뀝니다.
단계 11 (선택 사항) Properties(속성) 영역의 VSAN 필드에서 VSAN을 지정합니다.

통합 업링크 포트 구성 취소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에서 양쪽 컨피그레이션 모두 구성 취소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는 FCoE
또는 이더넷 포트 컨피그레이션 중 하나를 구성 취소하고 나머지는 포트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구성 해제할 포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Ethernet Ports(이더넷 포트) 노드에서 구성 취소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Unconfigure(구성 취소)를 클릭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Unconfigure FCoE Uplink Port(FCoE 업링크 포트 구성 취소)
• Unconfigure Uplink Port(업링크 포트 구성 취소)
• Unconfigure both(둘 다 구성 취소)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성공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구성 취소 선택에 따라 Properties(속성) 영
역에서 Role(역할)이 변경됩니다.

단계 9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이 있으면 여러 물리적 업링크 이더넷 포트를 그룹화함으로써(링크 어그리
게이션) 단일 논리적 업링크 이더넷 링크를 만들어 폴트 톨러런스(fault-tolerance) 및 고속 연결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포트 채널을 먼저 만든 다음 포트 채널에 업링크 이더넷
포트를 추가합니다. 하나의 포트 채널에 최대 16개의 업링크 이더넷 포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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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포트의 상태가 구성됨에서 구성되지 않음으로 바뀝니다.
• 포트가 포트 채널에서 삭제되거나 제거됩니다. 포트 채널은 업링크, 스토리지 등 어떤 유형
이든 가능합니다.
• 포트 채널이 삭제됩니다.

참고

Cisco UCS에서는 업링크 이더넷 포트를 포트 채널로 그룹화하는 데 PAgP(Port Aggregation Protocol)
가 아닌 LACP(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를 사용합니다. 업스트림 스위치의 포트가 LACP
를 위해 구성되지 않을 경우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의 모든 포트를 개별
포트로 간주하여 패킷을 포워딩합니다.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 만들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포트 채널을 추가할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Port Channels(포트 채널)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Port Channel(포트 채널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Set Port Channel Name(포트 채널 이름 설정) 패널에서 ID와 이름을 설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
니다.

단계 6

Add Ports(포트 추가) 패널에서 추가할 포트를 지정합니다.
참고
서버 포트로 구성된 포트를 선택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Yes를 클릭하여 해당 포트를 업링크 이더넷 포트로 재구성하고 포트 채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계 7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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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 활성화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 활성화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활성화할 포트 채널이 포함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Port Channels(포트 채널)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활성화할 포트 채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nable Port Channel(포트 채널 활성화)을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 비활성화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비활성화할 포트 채널이 포함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Port Channels(포트 채널)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비활성화할 포트 채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nable Port Channel(포트 채널 활성화)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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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에서 포트 추가 및 포트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 > Fabric(패브릭) > Port Channels(포트 채널)를 확장
합니다.

단계 3

포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포트 채널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Add Ports(포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6

Add Ports(포트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포트를 추가하려면 Ports(포트)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포트를 선택하고 >> 버튼을(를) 클릭하
여 Ports in the port channel(포트 채널의 포트) 테이블에 포트를 추가합니다.
• 포트를 제거하려면 Ports in the port channel(포트 채널의 포트)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포트를
선택하고 << 버튼을(를) 클릭하여 포트 채널에서 포트를 제거하고 이를 Ports(포트)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포트 채널을 삭제할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Port Channels(포트 채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5

Port Channels(포트 채널) 노드의 General(일반) 탭에서 삭제할 포트 채널을 선택합니다.

단계 6

포트 채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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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라이언스 포트 채널

어플라이언스 포트 채널
어플라이언스 포트 채널이 있으면 여러 물리적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그룹화하여 단일 논리적 이더
넷 스토리지 링크를 생성함으로써 폴트 톨러런스(fault-tolerance) 및 고속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포트 채널을 먼저 만든 다음 포트 채널에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추가합니다.
하나의 포트 채널에 최대 8개의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언스 포트 채널 만들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Appliances(어플라이언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포트 채널을 추가할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Port Channels(포트 채널)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Port Channel(포트 채널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Port Channel(포트 채널 생성) 마법사의 Set Port Channel Name(포트 채널 이름 설정) 창에서
필수 필드를 완성하여 포트 채널의 ID 및 기타 속성을 지정합니다.
이 패널에서 LAN 핀 그룹, 네트워크 제어 정책, 플로우 제어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6

VLANs 영역에서 VLAN에 대한 Port Mode(포트 모드) 및 기타 정보를 지정합니다.
이 패널에서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7

(선택 사항) 엔드포인트를 추가하려는 경우 Ethernet Target Endpoint(이더넷 대상 엔드포인트) 확
인란을 선택하여 이름 및 MAC 주소를 지정합니다.

단계 8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9

Create Port Channel(포트 채널 생성) 마법사의 Add Ports(포트 추가) 창에서 추가할 포트를 지정합
니다.
참고
Cisco UCS Manager에서는 컨피그레이션이 서비스 프로필 또는 포트 컨피그레이션 관련 문
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러한 잠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포트 채널을 생성
하려면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단계 10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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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라이언스 포트 채널 활성화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Appliances(어플라이언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활성화할 포트 채널이 포함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Port Channels(포트 채널)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활성화할 포트 채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nable Port Channel(포트 채널 활성화)을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어플라이언스 포트 채널 비활성화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Appliances(어플라이언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비활성화할 포트 채널이 포함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Port Channels(포트 채널)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비활성화할 포트 채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isable Port Channel(포트 채널 비활성
화)을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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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라이언스 포트 채널에서 포트 추가 및 포트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Appliances(어플라이언스) > Fabric(패브릭) > Port Channels(포트 채널)를 확장
합니다.

단계 3

포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포트 채널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Add Ports(포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6

Add Ports(포트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포트를 추가하려면 Ports(포트)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포트를 선택하고 >> 버튼을(를) 클릭하
여 Ports in the port channel(포트 채널의 포트) 테이블에 포트를 추가합니다.
• 포트를 제거하려면 Ports in the port channel(포트 채널의 포트)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포트를
선택하고 << 버튼을(를) 클릭하여 포트 채널에서 포트를 제거하고 이를 Ports(포트)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어플라이언스 포트 채널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Appliances(어플라이언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포트 채널이 포함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Port Channels(포트 채널)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삭제할 포트 채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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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 조건 만들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Stats Management(통계 관리) > fabric(패브릭) > Internal LAN(내부
LAN) > thr-policy-default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reate Threshold Class(임계값 클래스 생성)를 클릭합니다.

단계 4

Create Threshold Class(임계값 클래스 생성) 마법사 Choose Statistics Class(통계 클래스 선택) 화면
의 Stat Class(통계 클래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NI Ether Error Stats 통계 클래스를 선택하여 커스텀
임계값을 구성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포트를 모니터링합니다.

단계 5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Threshold Class(임계값 클래스 생성) 마법사의 Threshold Definitions(임계값 정의) 화면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Create Threshold Definition(임계값 정의 생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a) Property Type(속성 유형) 필드에서 이 클래스에 대해 정의할 임계값 속성을 선택합니다.
b) Normal Value(정상 값) 필드에 속성 유형에 대해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c) Alarm Triggers (Above Normal Value)(경보 트리거 - 정상 값 초과) 필드에서 다음 확인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 Critical(중대)
• Major(심각)
• Minor(경미)
• Warning(경고)
• Condition(조건)
• Info(정보)
d) Up and Down(상/하) 필드에 경보를 트리거할 값의 범위를 입력합니다.
e) Alarm Triggers (Below Normal Value)(경보 트리거 - 정상 값 미달) 필드에서 다음 확인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 Critical(중대)
• Major(심각)
• Minor(경미)
• Warning(경고)
• Condition(조건)
• Info(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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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Up and Down(상/하) 필드에 경보를 트리거할 값의 범위를 입력합니다.
g)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패브릭 포트 모니터링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Chassis(섀시) > IO Modules(IO 모듈) > IO Module 1 > Fabric Ports(패브릭
포트)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모니터링할 패브릭 포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4

패브릭의 상태를 보려면 다음 탭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General(일반)

패브릭의 상태를 개괄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류 및 패브릭 속성을 요약
하고 패브릭 및 구성 요소의 물리적 형태를 표시합니다.

Faults(오류)

패브릭에서 생성된 오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Events(이벤트)

패브릭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Statistics(통계)

패브릭 및 구성 요소에 대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이 통계를 표 또는 차
트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기반 포트 오류 처리
Cisco UCS Manager가 활성 NI 포트에서 오류를 감지할 경우 그리고 오류 비활성화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오류가 발생한 NI 포트에 연결된 각각의 FI 포트를 자동으로 비활성화합
니다. FI 포트가 오류 비활성화된 경우 사실상 종료되며 이 포트에서는 트래픽이 전송되거나 수신되
지 않습니다.
오류 비활성화 기능은 2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 어떤 FI 포트가 오류 비활성화되었고 연결된 NI 포트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포트가 동일한 섀시/FEX에 연결되었을 다른 포트의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
러한 오류는 NI 포트에 오류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네트워크 문제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오류 비활성화 기능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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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기반 작업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Stats Management(통계 관리) > fabric(패브릭) > Internal LAN(내부
LAN) > thr-policy-default > etherNiErrStats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델타 속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FI 포트에서 오류 비활성화를 활성화하려면 Disable FI port when fault is raised(오류 발생 시 FI 포트
비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단계 6

자동 복구를 활성화하려면 Enable Auto Recovery(자동 복구 활성화) 필드에서 Enable(활성화)을 선
택합니다.

단계 7

얼마 후에 포트가 자동으로 재활성화될 수 있는지 지정하려면 Time (in minutes) 필드에 시간(분)을
입력합니다.

단계 8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파이버 채널 포트 채널
파이버 채널 포트 채널이 있으면 여러 물리적 파이버 채널 포트를 그룹화함으로써(링크 어그리게이
션) 단일 논리적 파이버 채널 링크를 만들어 폴트 톨러런스(fault-tolerance) 및 고속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포트 채널을 먼저 만든 다음 포트 채널에 파이버 채널 포트를 추가
합니다.
각 Cisco UCS domain에서 최대 4개의 파이버 채널 포트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파이버 채널 포
트 채널은 최대 16개의 업링크 파이버 채널 포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 NPIV 스위치의 파이버 채널 포트 채널이 active 채널 모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멤버 포트
및 피어 포트 모두 동일한 채널 모드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포트 채널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채널 모
드가 active로 구성되면 피어 포트의 채널 그룹 모드와 상관없이 멤버 포트가 피어 포트와의 포트 채
널 프로토콜 협상을 시작합니다. 피어 포트가 채널 그룹에 구성된 상태에서 포트 채널 프로토콜을 지
원하지 않거나 협상 불가 상태로 응답할 경우 기본 설정인 On 모드 동작을 수행합니다. active 포트
채널 모드에서는 양쪽 종단에서 명시적으로 포트 채널 멤버 포트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지 않고도
자동 복구가 가능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채널 모드를 active로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switch(config)# int po114
switch(config-if)# channel mod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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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포트 채널 만들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포트 채널을 생성할 패브릭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FC Port Channels(FC 포트 채널)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Port Channel(포
트 채널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Set Port Channel Name(포트 채널 이름 설정) 패널에서 ID와 이름을 설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
니다.

단계 6

Add Ports(포트 추가) 패널에서 포트 채널 관리 속도를 지정하고 포트 채널에 포트를 추가합니다.

단계 7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FC 포트 채널 활성화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 > Fabric(패브릭) > FC Port Channels(FC 포트 채널)
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활성화할 포트 채널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Enable Port Channel(포트 채널 활성화)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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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포트 채널 비활성화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 > Fabric(패브릭) > FC Port Channels(FC 포트 채널)
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비활성화할 포트 채널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Disable Port Channel(포트 채널 비활성화)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FC 포트 채널에서 포트 추가 및 포트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 > Fabric(패브릭) > FC Port Channels(FC 포트 채널)
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포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포트 채널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Add Ports(포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6

Add Ports(포트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포트를 추가하려면 Ports(포트)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포트를 선택하고 >> 버튼을(를) 클릭하
여 Ports in the port channel(포트 채널의 포트) 테이블에 포트를 추가합니다.
• 포트를 제거하려면 Ports in the port channel(포트 채널의 포트)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포트를
선택하고 << 버튼을(를) 클릭하여 포트 채널에서 포트를 제거하고 이를 Ports(포트)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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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포트 채널의 속성 수정
참고

두 파이버 채널 포트 채널을 연결하는 경우 두 포트 채널의 관리 속도가 일치해야 링크가 작동합
니다. 파이버 채널 포트 채널 중 하나 또는 양쪽의 관리 속도가 자동으로 설정된 경우 Cisco UCS
는 관리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 > Fabric(패브릭) > FC Port Channels(FC 포트 채널)
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수정할 포트 채널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다음 필드 중 하나 이상의 값을 변경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포트 채널에 대한 사용자 정의 이름. 이 이름은 1
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VSAN 드롭다운 목록

포트 채널과 연결된 VSAN.

Port Channel Admin Speed(포트 채널 관리 속도) 포트 채널의 관리 속도.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
드롭다운 목록
니다.
• 1Gbps
• 2Gbps
• 4Gbps
• 8Gbps
• auto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118

포트 및 포트 채널 구성
FC 포트 채널 삭제

FC 포트 채널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 > Fabric(패브릭) > FC Port Channels(FC 포트 채널)
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포트 채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FCoE 포트 채널
단일 FCoE 포트 채널이 있으면 여러 물리적 FCoE 포트를 그룹화하여 단일 논리적 FCoE 포트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리적 레벨에서는 FCoE 포트 채널이 이더넷 포트 채널을 통해 FCoE 트래픽을 전
달합니다. 그러면 여러 멤버로 이루어진 FCoE 포트 채널이 사실상 동일한 멤버로 구성된 이더넷 포
트 채널입니다. 이 이더넷 포트 채널은 FCoE 트래픽에 대한 물리적 전송으로 사용됩니다.
각 FCoE 포트 채널에 대해 Cisco UCS Manager는 내부적으로 VFC를 만들고 이를 이더넷 포트 채널에
바인딩합니다. 호스트에서 수신한 FCoE 트래픽은 FCoE 트래픽이 FC 업링크를 통해 전송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VFC를 통해 전송됩니다.

FCoE 포트 채널 만들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포트 채널을 생성할 패브릭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FCoE Port Channels(FCoE 포트 채널)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FCoE Port
Channel(FCoE 포트 채널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FCoE Port Channel(FCoE 포트 채널 생성) 마법사의 Set Port Channel Name(포트 채널 이름
설정) 창에서 ID와 이름을 지정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FCoE Port Channel(FCoE 포트 채널 생성) 마법사의 Add Ports(포트 추가) 창에서 추가할 포
트를 지정합니다.

단계 7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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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oE 포트 채널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 > Fabric(패브릭) > FCoE Port Channels(FCoE 포트
채널)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포트 채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 채널
동일한 ID로 이더넷 포트 채널과 FCoE 포트 채널을 만들면 이를 유니파이드 포트 채널이라고 합니
다. 유니파이드 포트 채널이 생성될 때 물리적 이더넷 포트 채널 및 VFC가 지정된 멤버와 함께 패브
릭 인터커넥트에 생성됩니다. 물리적 이더넷 포트 채널은 이더넷 및 FCoE 트래픽 전송에 모두 사용
됩니다. VFC는 FCoE 트래픽을 이더넷 포트 채널에 바인딩합니다.
다음 규칙은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 채널의 멤버 포트 세트에 적용됩니다.
• 동일한 ID, 즉 유니파이드 포트 채널로 구성된 이더넷 포트 채널 및 FCoE 포트 채널은 멤버 포트
세트가 동일해야 합니다.
• 이더넷 포트 채널에 멤버 포트 채널을 추가할 때 Cisco UCS Manager는 동일한 포트 채널을 FCoE
포트 채널에도 추가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FCoE 포트 채널에 멤버를 추가하면 그 멤버 포트가
이더넷 포트 채널에도 추가됩니다.
• 포트 채널 중 하나에서 멤버 포트를 삭제하면 Cisco UCS Manager는 자동으로 다른 포트 채널에
서도 해당 멤버 포트를 삭제합니다.
이더넷 업링크 포트 채널을 비활성화할 경우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 채널의 기본 물리적 포트 채널
이 비활성화됩니다. 따라서 FCoE 업링크가 활성화되었더라도 FCoE 업링크 포트 채널 역시 중단됩니
다. 그러나 FCoE 업링크 포트 채널을 비활성화하면 VFC만 중단됩니다. 이더넷 업링크 포트 채널이
활성화된 상태라면 여전히 유니파이드 업링크 포트 채널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 포트 채널
어댑터 포트 채널은 Cisco UCS VIC(Virtual Interface Card)와 I/O 모듈 간의 모든 물리적 링크를 하나
의 논리 링크로 그룹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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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Manager에서 올바른 하드웨어가 있음을 감지하면 내부적으로 어댑터 포트 채널을 생성하
여 관리합니다. 어댑터 포트 채널은 수동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어댑터 포트 채널은 Cisco UCS
Manager GUI 또는 Cisco UCS Manager CLI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댑터 포트 채널 보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_Number > Servers(서버) >
Server_Number > Interface Cards(인터페이스 카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어댑터 포트 채널을 표시할 어댑터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DCE Interfaces(DCE 인터페이스)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어댑터 포트 채널의 세부 사항을 보려면 Port Channel(포트 채널) 열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패브릭 포트 채널
패브릭 포트 채널을 이용하면 IOM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연결하는 물리적 링크 중 일부를 하나
의 논리적 링크로 그룹화하여 이중화 및 대역폭 공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브릭 포트 채널의 링
크 중 하나가 활성 상태라면 패브릭 포트 채널은 계속 작동합니다.
올바른 하드웨어가 연결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다음 방법으로 패브릭 포트 채널을 만듭니
다.
• 섀시 검색 중에 섀시 검색 정책에 구성된 설정에 따라 만듭니다.
• 섀시 검색 후에 특정 섀시에 대한 섀시 연결 정책에 구성된 설정에 따라 만듭니다.
각 IOM에는 단일 패브릭 포트 채널이 있습니다. IOM을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연결하는 각 업링크는
개별 링크로 구성하거나 포트 채널에 포함할 수 있으나, 업링크가 둘 이상의 패브릭 포트 채널에 속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IOM이 있는 섀시가 검색되고 섀시 검색 정책이 패브릭 포트 채널
을 생성하도록 구성된 경우 Cisco UCS Manager는 2개의 개별 패브릭 포트 채널을 만듭니다. 하나는
IOM-1을 연결하는 업링크용이고 다른 하나는 IOM-2를 연결하는 업링크용입니다. 다른 어떤 섀시도
이 패브릭 포트 채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IOM-1을 위한 패브릭 포트 채널에 속한
업링크는 IOM-2를 위한 패브릭 포트 채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포트를 통한 로드 밸런싱
IOM과 패브릭 인터커넥트 간의 포트를 통한 로드 밸런싱에서는 다음 해싱 기준을 사용합니다.
• 이더넷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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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2 소스 및 목적지 주소
레이어 3 소스 및 목적지 주소
레이어 4 소스 및 목적지 포트
• FCoE 트래픽:
레이어 2 소스 및 목적지 주소
SID(Source ID) 및 DID(Destination ID), OXID(Originator Exchange ID)
이 예에서는 iom X(X는 섀시 번호)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2200 Series IOM 모듈을 확인합니다.
show platform software fwmctrl nifport
(....)
Hash Parameters:
l2_da: 1 l2_sa: 1 l2_vlan: 0
l3_da: 1 l3_sa: 1
l4_da: 1 l4_sa: 1
FCoE l2_da: 1 l2_sa: 1 l2_vlan: 0
FCoE l3_did: 1 l3_sid: 1 l3_oxid: 1

패브릭 포트 채널의 케이블 고려 사항
Cisco UCS 2200 Series FEX와 Cisco UCS 62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간의 링크를 패브릭 포트 채
널 모드에서 구성할 경우, 어댑터에서 사용 가능한 VIF 네임 공간은 FEX 업링크가 패브릭 인터커넥
트에 연결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6248 패브릭 인터커넥트 내부에는 8개의 연속 포트로 이루어진 세트 6개가 있으며, 각 포트 세트는
하나의 칩에서 관리합니다. 업링크 연결에서 FEX의 모든 업링크가 단일 칩에 의해 관리되는 포트 세
트에 연결될 경우, Cisco UCS Manager이 섀시의 블레이드에 구축된 서비스 프로필에 쓰이는 VIF 수
를 최대화합니다. IOM으로부터의 업링크 연결이 각기 다른 칩에서 관리하는 포트에 분산될 경우 VIF
수는 줄어듭니다.
그림 1: 패브릭 포트 채널에 대한 포트 그룹

주의

패브릭 포트 채널 포트 그룹에 제2 링크를 추가할 경우 이는 와해적 변경이며 사용 가능한 VIF 네
임 공간의 양이 63에서 118로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또 링크를 추가하는 것은 와해적 변경이 아니
며 VIF 네임 공간은 118로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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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섀시를 2개의 패브릭 포트 채널 포트 그룹에 연결하는 것은 와해적 변경이며, 수동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VIF 네임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VIF 네임 공간은 두 그룹 중 더 작은 크기
의 패브릭 포트 채널 포트 그룹 사용량(VIF 63개 또는 118개)으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고가용성 클러스터 모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대칭적 케이블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케이블이 비대칭적일 경우 사용 가능한 VIF 최대 개수는 두 케이블 컨피그레이션 중에서 더 작은
쪽입니다.
Cisco UCS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VIF 개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컨피
그레이션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한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패브릭 포트 채널 구성
절차
단계 1

섀시 검색 중에 IOM에서 패브릭 포트 채널의 패브릭 인터커넥트까지 연결하는 모든 링크를 포함시
키려면 섀시 검색 정책의 링크 그룹화 환경 설정을 포트 채널로 설정합니다.
섀시/FEX 검색 정책 구성, 212 페이지

단계 2

섀시 검색 중에 패브릭 포트 채널의 개별 섀시로부터의 링크를 포함시키려면 섀시 연결 정책의 링크
그룹화 환경 설정을 포트 채널로 설정합니다.
섀시 연결 정책 구성, 213 페이지

단계 3

섀시 검색 후 추가 패브릭 포트 채널 멤버 포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패브릭 포트 채널 멤버 포트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124 페이지

다음에 할 작업
섀시 검색 정책 또는 섀시 연결 정책을 변경한 후 패브릭 포트 채널로부터의 섀시 링크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섀시를 재승인합니다. 섀시 재승인에서 패브릭 포트 채널로부터 섀시 멤버 포트를 활성
화하거나 비활성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123

포트 및 포트 채널 구성
패브릭 포트 채널 보기

패브릭 포트 채널 보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IO
Modules(IO 모듈)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패브릭 포트 채널을 표시할 IOM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Fabric Ports(패브릭 포트)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패브릭 포트 채널의 세부 사항을 보려면 Port Channel(포트 채널) 열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패브릭 포트 채널 멤버 포트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Internal LAN(내부 LAN) > Fabric(패브릭) > Port Channels(포트 채널)를 확장합
니다.

단계 3

멤버 포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포트 채널을 확장합니다.

단계 4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멤버 포트의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인터페이스 활성화
• 인터페이스 비활성화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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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패브릭 관리자로 서버 포트 구성

내부 패브릭 관리자로 서버 포트 구성
내부 패브릭 관리자
내부 패브릭 관리자는 Cisco UCS domain의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위한 서버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내부 패브릭 관리자는 해당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General(일반) 탭
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내부 패브릭 관리자에서 가능한 일부 컨피그레이션은 Equipment(장비) 탭, LAN 탭 또는 LAN 업링
크 관리자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 패브릭 관리자 실행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Fixed Module(고정 모듈)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 Actions(작업) 영역에서 Internal Fabric Manager(내부 패브릭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내부 패브릭 관리자가 별도의 창에 열립니다.

내부 패브릭 관리자로 서버 포트 구성
절차
단계 1

내부 패브릭 관리자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Unconfigured Ports(구성되지 않은 포트) 영역을
확장합니다.

단계 2

구성할 포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onfigure as Server Port(서버 포트로 구성)를 선택
합니다.

단계 3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4

내부 패브릭 관리자에서 모든 작업을 완료한 경우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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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패브릭 관리자로 서버 포트 구성 해제

내부 패브릭 관리자로 서버 포트 구성 해제
절차
단계 1

내부 패브릭 관리자의 Server Ports(서버 포트) 테이블에서 서버 포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2

Unconfigure Port(포트 구성 해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4

내부 패브릭 관리자에서 모든 작업을 완료한 경우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내부 패브릭 관리자로 서버 포트 활성화
절차
단계 1

내부 패브릭 관리자의 Server Ports(서버 포트) 테이블에서 서버 포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2

Enable Port(포트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단계 3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4

내부 패브릭 관리자에서 모든 작업을 완료한 경우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내부 패브릭 관리자로 서버 포트 비활성화
절차
단계 1

내부 패브릭 관리자의 Server Ports(서버 포트) 테이블에서 서버 포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2

Disable Port(포트 비활성화)를 클릭합니다.

단계 3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4

내부 패브릭 관리자에서 모든 작업을 완료한 경우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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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통신 서비스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통신 서비스, 127 페이지
• CIM-XML 구성, 129 페이지
• HTTP 구성, 130 페이지
• HTTPS 구성, 130 페이지
• SNMP 구성, 138 페이지
• 텔넷 활성화, 146 페이지
• CIMC 웹 서비스 활성화, 146 페이지
• 통신 서비스 비활성화, 147 페이지

통신 서비스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과 Cisco UCS의 인터페이스에 아래에 정의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다음 서비스에 대해 IPv4 및 IPv6 주소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 CIM XML
• HTTP
• HTTPS
• SNMP
• SSH
• Telnet
Cisco UCS Manager에서는 웹 브라우저에서 Cisco UCS KVM Direct 실행 페이지에 대해 OOB IPv4
주소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액세스를 제공하려면 다음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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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 CIMC 웹 서비스
통신 서비스

설명

CIM XML

CIM(Common Information Model) XML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
어 있으며 읽기 전용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 포트는 5988입니
다.
CIM XML은 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에서 정의하는 CIM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 기반 프로토콜입니다.

CIMC 웹 서비스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된 경우 사용자는 서버에 직접 지정된 또는 서비스 프
로필을 통해 서버와 연결된 OOB 관리 IP 주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서버
CIMC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

CIMC 웹 서비스는 오로지 전역으로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개별 CIMC IP 주소에 대해 KVM 직접 액세스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HTTP는 포트 80에서 활성화됩니다.
Cisco UCS Manager GUI를 HTTP 또는 HTTPS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
습니다. HTTP를 선택할 경우 모든 데이터가 일반 텍스트 모드로 교환됩니
다.
보안 브라우저 세션을 위해서는 HTTPS를 활성화하고 HTTP를 비활성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Cisco UCS는 HTTPS 브라우저 리디렉션을 구현하며, 이를 변
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HTTPS

Cisco UCS, version 1.4(1)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보안 브라우저 리
디렉션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HTTP 브라우저를 HTTPS
브라우저로 리디렉션하려면 Cisco UCS Manager에서 Redirect
HTTP to HTTPS(HTTP에서 HTTPS로 리디렉션)를 활성화합니
다.

기본적으로 HTTPS는 포트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HTTPS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 모드로 보안 서버를 통해 교환됩니
다.
보안 브라우저 세션을 위해서는 HTTPS만 사용하고 HTTP 통신을 비활성
화하거나 리디렉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SMASH CLP

이 서비스는 읽기 전용 액세스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프로토콜의 한정된
일부(예: show 명령)를 지원합니다.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셸 서비스는 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에서 정의하는 표준 중 하
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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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XML 구성

통신 서비스

설명

SNMP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된 경우 기본 포
트는 161입니다. 커뮤니티 및 하나 이상의 SNMP 트랩을 구성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SNMP 서버와의 통합이 포함된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활성화합
니다.

SSH

이 서비스는 포트 22에서 활성화됩니다. 이를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기본 포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Cisco UCS Manager CLI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Telnet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Cisco UCS Manager CLI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CIM-XML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 > Communication Services(통
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IM-XML 영역에서 Enabled(활성)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CIM-XML 영역이 확장되어 기본 Port(포트) 번호인 5988을 표시합니다. 이 포트 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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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구성

HTTP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 > Communication Services(통
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HTTP 영역에서 Enabled(활성)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HTTP 영역이 확장되어 사용 가능한 컨피그레이션 옵션을 표시합니다.

단계 5

(선택 사항) Port(포트) 필드에서는 Cisco UCS Manager GUI에서 HTTP에 사용하는 기본 포트를 변경
합니다.
기본 포트는 80입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Redirect HTTP to HTTPS(HTTP를 HTTPS에 리디렉션) 필드에서 Enabled(활성) 라디
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한 HTTP 로그인을 HTTPS 로그인으로 리디렉션할 수 있도록 HTTPS를 구성하고 활성화해야 합니
다. 리디렉션을 활성화하면 HTTPS를 비활성화할 때까지는 리디렉션을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참고

단계 7

HTTP를 HTTPS로 리디렉션할 경우 Cisco UCS Manager GUI에 액세스하는 데 HTTP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리디렉션은 HTTP를 비활성화합니다. 자동으로 HTTPS로 리디렉션하기 때
문입니다.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HTTPS 구성
인증서, 키 링, 신뢰 지점
HTTPS에서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두 디바이스, 이를테면 클라이
언트 브라우저와 Cisco UCS Manager 간의 보안 통신을 설정합니다.
암호화 키 및 키 링
각 PKI 디바이스는 비대칭 RSA(Rivest-Shamir-Adleman) 암호화 키의 쌍을 보유합니다. 개인 키와 공
개 키로 구성된 이 쌍은 내부 키 링에 저장됩니다. 두 키 중 하나로 암호화한 메시지는 나머지 키로 해
독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자는 수신자의 공개 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며 수
신자는 자신의 개인 키로 그 메시지를 해독합니다. 발신자는 알려진 메시지를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
화하는 방법으로('서명'이라고도 함) 개인 키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자가 해당
공개 키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다면 발신자가 개인 키를 소유하고 있음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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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됩니다. 암호화 키의 길이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512바이트 ~ 2048바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길수록 더 안전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초기 1024비트 키 쌍으로 기본 키 링을 제공하
며 사용자가 추가 키 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이름이 바뀌거나 인증서가 만료될 경우 기본 키 링 인증서를 수동으로 재생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UCS Manager CLI에서만 가능합니다.
인증서
안전한 통신을 위해 일차적으로 두 디바이스가 디지털 인증서를 교환합니다. 인증서는 디바이스 공
개 키 및 디바이스 ID에 대한 서명된 정보를 포함하는 파일입니다. 디바이스에서 단순히 암호화된 통
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키 쌍 및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격 사용자가
자체 서명 인증서가 있는 디바이스에 연결할 경우 이 사용자가 디바이스의 ID를 용이하게 확인할 방
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브라우저는 초기에 인증 경고를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Cisco UCS Manager
는 기본 키 링의 공개 키를 포함하는 자체 서명 인증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뢰 지점
Cisco UCS Manager에 대한 더 강력한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또는 신뢰 지점으로
부터 디바이스의 ID를 확인하는 서드파티 인증서를 얻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드파티 인증서는 해
당 신뢰 지점에서 서명하는데, 이는 루트 CA(certificate authority), 중간 CA 또는 루트 CA로 연결되는
신뢰 체인의 일부인 Trust anchor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인증서를 얻으려면 Cisco UCS Manager를 통해
인증서를 생성하고 신뢰 지점에 요청을 전송해야 합니다.

중요

인증서는 Base64 인코딩 X.509(CER) 형식이어야 합니다.

키 링 생성
Cisco UCS Manager는 기본 키 링을 포함하여 최대 8개의 키 링을 지원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Key Management(키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Key Management(키 관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Key Ring(키 링 생성)을 선택
합니다.

단계 4

Create Key Ring(키 링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Name(이름) 필드에 키 링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b) Modulus 필드에서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SSL 키의 길이를 비트 단위로 지정합니
다.
• Mod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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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1024
• Mod1536
• Mod2048
• Mod2560
• Mod3072
• Mod3584
• Mod4096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이 키 링에 대한 인증서 요청을 생성합니다.

키 링에 대한 인증서 요청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Key Management(키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인증서 요청을 생성하려는 키 링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General(일반) 탭에서 Create Certificate Request(인증서 요청 생성)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Certificate Request(인증서 요청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DNS 필드

네트워크에 지정되는 도메인 이름이며 모든 호스트 이름에 공통
적으로 적용됩니다.

Locality(소재지) 필드

인증서를 요청하는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곳.
최대 64자입니다. 임의의 영숫자와 공백뿐 아니라 ,(쉼표), .(마침
표), @(앳 기호), ^(캐럿),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대시), _(밑
줄), +(더하기 기호), :(콜론), /(슬래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ate(시/도) 필드

인증서를 요청하는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시/도.
최대 64자입니다. 임의의 영숫자와 공백뿐 아니라 ,(쉼표), .(마침
표), @(앳 기호), ^(캐럿),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대시), _(밑
줄), +(더하기 기호), :(콜론), /(슬래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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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Country(국가) 필드

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코드.
2자리의 영문자입니다

Organization Name(조직 이름)
필드

인증서를 요청하는 조직.
최대 64자입니다. 임의의 영숫자와 공백뿐 아니라 ,(쉼표), .(마침
표), @(앳 기호), ^(캐럿),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대시), _(밑
줄), +(더하기 기호), :(콜론), /(슬래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ganization Unit Name(조직 단 조직 단위.
위 이름) 필드
최대 64자입니다. 임의의 영숫자와 공백뿐 아니라 ,(쉼표), .(마침
표), @(앳 기호), ^(캐럿),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대시), _(밑
줄), +(더하기 기호), :(콜론), /(슬래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mail(이메일) 필드

요청의 이메일 주소.

Password(비밀번호) 필드

이 요청을 위한 비밀번호(선택 사항).

Confirm Password(비밀번호 확 비밀번호를 지정한 경우 확인을 위해 다시 입력합니다.
인) 필드
Subject(제목) 필드

단계 7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

IP 주소를 지정하려면 IPv4 또는 IPv6 탭을 클릭합니다. 선택 사항은 Cisco UCS Manager 설정 시 패브
릭 인터커넥트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IPv4 탭을 클릭하고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IP Address(IP 주소) 필드

Cisco UCS 도메인의 IPv4 주소

FI-A IP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 A의 IPv4 주소

FI-B IP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 B의 IPv4 주소

• IPv6 탭을 클릭하고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IP Address(IP 주소) 필드

Cisco UCS 도메인의 IPv6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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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FI-A IP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 A의 IPv6 주소

FI-B IP 필드

패브릭 인터커넥트 B의 IPv6 주소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9

Request(요청) 필드에서 인증서 요청의 텍스트를 복사하여 파일에 저장합니다.

단계 10 인증서 요청 파일을 Trust anchor 또는 인증 기관에 보냅니다.

다음에 할 작업
신뢰 지점을 생성하고 Trust anchor로부터 받은 신뢰 인증서에 대한 인증서 체인을 설정합니다.

신뢰 지점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Key Management(키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Key Management(키 관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Trusted Point(신뢰 지점 생
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Trusted Point(신뢰 지점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신뢰 지점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Certificate Chain(인증서 체인)
필드

단계 5

이 신뢰 지점에 대한 인증서 정보.
중요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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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작업
Trust anchor 또는 인증 기관에서 인증서를 수신하면 키 링으로 가져옵니다.

키 링으로 인증서 가져오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Key Management(키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인증서를 가져올 키 링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Certificate(인증서)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a) Trusted Point(신뢰 지점)드롭다운 목록에서 이 인증서를 발급한 Trust anchor에 대한 신뢰 지점을
선택합니다.
b) Certificate(인증서) 필드에 Trust anchor 또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의 텍스트를 붙여넣
습니다.
중요
인증서는 Base64 인코딩 X.509(CER) 형식이어야 합니
다.
팁

단계 6

어떤 영역의 필드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제목 오른쪽의 Expand(확장)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HTTPS 서비스를 키 링으로 구성합니다.

HTTPS 구성
주의

사용할 HTTPS의 포트 및 키 링의 변경을 포함하여 HTTPS 컨피그레이션을 완료한 다음 트랜잭션
을 저장하거나 커밋하는 즉시 모든 현재 HTTP 및 HTTPS 세션이 경고 없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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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 > Communication Services(통
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단계 4

HTTPS 영역에서 Enabled(활성)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HTTPS 영역이 확장되어 사용 가능한 컨피그레이션 옵션을 표시합니다.

단계 5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Enabled(활성화)
• Disabled(비활성화)
Admin State(관리 상태)가 활성화된 경우 Cisco UCS Manager GUI
에서는 이 섹션에 나머지 필드를 표시합니다.

Port(포트) 필드

HTTPS 연결에 사용할 포트.
1 ~ 65535의 정수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HTTPS는 포트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Operational Port(작동 포트) 필 Cisco UCS Manager에서 시스템 레벨 HTTPS 통신에 필요한 포트.
드
이 포트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Key Ring(키 링) 드롭다운 목록 HTTPS 연결을 위한 키 링.
Cipher Suite Mode(Cipher Suite Cisco UCS domain에서 사용하는 Cipher Suite 보안 레벨. 다음 중
모드) 필드
하나일 수 있습니다.
• High Strength(고강도)
• Medium Strength(중간 강도)
• Low Strength(저강도)
• Custom(커스텀)—사용자 정의 Cipher Suite 사양 문자열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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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Cipher Suite 필드

Cipher Suite Mode 필드에서 Custom(커스텀)을 선택할 경우 이
필드에서 사용자 정의 Cipher Suite 사양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Cipher Suite 사양 문자열은 최대 256자이며 OpenSSL Cipher Suite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백 또는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
다. 단, !(느낌표), +(덧셈 기호), -(하이픈), :(콜론)은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httpd.apache.org/docs/2.0/mod/mod_
ssl.html#sslciphersuite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Cisco UCS Manager에서 기본값으로 사용하는 중간 강
도 사양 문자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ALL:!ADH:!EXPORT56:!LOW:RC4+RSA:+HIGH:+MEDIUM:+EXP:+eNULL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키 링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Key Management(키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키 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신뢰 지점 삭제
시작하기 전에
신뢰 지점이 키 링에서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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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Key Management(키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신뢰 지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5

OK(확인)를 클릭합니다.

SNMP 구성
SNMP 정보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로서 SNMP 관리자와
에이전트 간 통신을 위한 메시지 형식을 제공합니다. SNMP는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레임워크 및 공용어를 제공합니다.

SNMP 기능 개요
SNMP 프레임워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SNMP 관리자—SNM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활동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쓰
이는 시스템.
• SNMP 에이전트—관리받는 디바이스인 Cisco UCS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로서 Cisco
UCS에 대한 데이터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SNMP 관리자에게 이 데이터를 보고합니다. Cisco
UCS에는 에이전트 및 MIB 모음이 있습니다. SNMP 에이전트를 활성화하고 관리자와 에이전트
간의 관계를 생성하려면 Cisco UCS Manager에서 SNMP를 활성화하고 구성합니다.
• MIB(managed information base)—SNMP 에이전트에서 관리받는 개체의 모음. Cisco UCS release
1.4(1) 이상에서는 이전 릴리스보다 더 많은 수의 MIB를 지원합니다.
Cisco UCS에서는 SNMPv1, SNMPv2c, SNMPv3를 지원합니다. SNMPv1 및 SNMPv2c 둘 다 커뮤니티
기반 보안 유형을 사용합니다. SNMP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RFC 3410(http://tools.ietf.org/html/rfc3410)
• RFC 3411(http://tools.ietf.org/html/rfc3411)
• RFC 3412(http://tools.ietf.org/html/rfc3412)
• RFC 3413(http://tools.ietf.org/html/rfc3413)
• RFC 3414(http://tools.ietf.org/html/rfc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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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C 3415(http://tools.ietf.org/html/rfc3415)
• RFC 3416(http://tools.ietf.org/html/rfc3416)
• RFC 3417(http://tools.ietf.org/html/rfc3417)
• RFC 3418(http://tools.ietf.org/html/rfc3418)
• RFC 3584(http://tools.ietf.org/html/rfc3584)

SNMP 알림
SNMP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SNMP 에이전트가 보내는 알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림은
SNMP 관리자가 요청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알림은 잘못된 사용자 인증, 재시작, 연결 종료, 네이버
라우터와의 연결 끊김, 기타 중대한 이벤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trap 또는 inform의 형태로 SNMP 알림을 생성합니다. trap은 inform보다 덜
안정적입니다. SNMP 관리자가 trap을 수신할 때 아무런 승인을 보내지 않으며 Cisco UCS Manager에
서 trap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form 요청을 수신한 SNMP 관리자는 SNMP 응답
PDU(protocol data unit)로 메시지를 승인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PDU를 수신하지 않을 경우
inform 요청을 다시 보냅니다.

SNMP 보안 레벨 및 권한
SNMPv1, SNMPv2c, SNMPv3 각각은 서로 다른 보안 모델을 나타냅니다. 보안 모델 및 선택된 보안
레벨의 조합을 통해 SNMP 메시지 처리 시 적용할 보안 메커니즘을 결정합니다.
보안 레벨은 SNMP 트랩과 연결된 메시지를 보는 데 필요한 권한을 결정합니다. 권한 레벨은 메시지
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메시지가 인증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
원되는 보안 레벨은 어떤 보안 모델을 구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SNMP 보안 레벨은 다음 권한
을 하나 이상 지원합니다.
• noAuthNoPriv—인증 또는 암호화 없음
• authNoPriv—인증은 있지만 암호화 없음
• authPriv—인증 및 암호화
SNMPv3는 보안 모델 및 보안 레벨 모두 제공합니다. 보안 모델은 사용자 및 사용자가 속한 역할에
대해 설정되는 인증 전략입니다. 보안 레벨은 보안 모델 내에서 허용된 보안 수준입니다. 보안 모델
과 보안 레벨의 조합을 통해 SNMP 패킷 처리 시 적용할 보안 메커니즘이 결정됩니다.

지원되는 SNMP 보안 모델/레벨의 조합
다음 표에서는 보안 모델과 레벨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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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SNMP 보안 모델과 레벨

모델

레벨

인증

암호화

결과

v1

noAuthNoPriv

커뮤니티 문자열

없음

인증에 커뮤니티
문자열 매치를 사
용합니다.

v2c

noAuthNoPriv

커뮤니티 문자열

없음

인증에 커뮤니티
문자열 매치를 사
용합니다.

v3

noAuthNoPriv

Username

없음

인증에 사용자 이
름 매치를 사용합
니다.

v3

authNoPriv

HMAC-MD5 또는 없음
HMAC-SHA

HMAC(Hash-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
MD5(Message
Digest 5) 알고리즘
또는 HMAC
SHA(Secure Hash
Algorithm) 기반의
인증을 제공합니
다.

v3

authPriv

HMAC-MD5 또는 DES
HMAC-SHA

HMAC-MD5 또는
HMAC-SHA 알고
리즘 기반의 인증
을 제공합니다.
CBC(Cipher Block
Chaining)
DES(DES-56) 표준
기반의 인증과 함
께 DES(Data
Encryption
Standard) 56비트
암호화도제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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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v3 보안 기능
SNMPv3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인증 프레임과 암호화 프레임의 조합을 통해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SNMPv3에서는 구성된 사용자에 의한 관리 작업만 승인하고 SNMP 메시지를
암호화합니다. SNMPv3 USM(User-Based Security Model)은 SNMP 메시지 레벨 보안이며 다음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 메시지 무결성—메시지가 무단으로 변조되거나 손상되지 않았고 데이터 시퀀스가 비악의적인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합니다.
• 메시지 출처 인증—메시지 발신자의 ID가 확인 가능함을 보장합니다.
• 메시지 기밀 보호 및 암호화—허가받지 않은 개인, 엔티티, 프로세스에 정보가 제공되거나 공개
되지 않았음을 보장합니다.

Cisco UCS의 SNMP 지원
Cisco UCS에서는 다음과 같이 SNMP를 지원합니다.
MIB 지원
Cisco UCS에서는 MIB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Cisco UCS에서 사용 가능한 MIB 및 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http://www.cisco.com/en/US/docs/
unified_computing/ucs/sw/mib/b-series/b_UCS_MIBRef.html(B-series 서버) 및 http://www.cisco.com/en/
US/docs/unified_computing/ucs/sw/mib/c-series/b_UCS_Standalone_C-Series_MIBRef.html(C-series 서버)
에서 확인하십시오.
SNMPv3 사용자를 위한 인증 프로토콜
Cisco UCS에서는 SNMPv3 사용자를 위해 다음 인증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 HMAC-MD5-96(MD5)
• HMAC-SHA-96(SHA)
SNMPv3 사용자를 위한 AES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Cisco UCS에서는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SNMPv3 메시지 암호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프로토콜로 사용하고 RFC 3826을 준수합니다.
프라이버시 비밀번호, 즉 priv 옵션에서는 SNMP 보안 암호화를 위해 DES 또는 128비트 AES 암호화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ES-128 컨피그레이션을 활성화하고 SNMPv3 사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비
밀번호를 포함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프라이버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128비트 AES 키
를 생성합니다. AES 프라이버시 비밀번호는 8자 이상입니다. 비밀번호가 일반 텍스트로 지정될 경우
최대 64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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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활성화 및 SNMP 속성 구성
Cisco UCS domain에서 보낸 SNMP 메시지는 시스템 이름이 아닌 패브릭 인터커넥트 이름을 표시합
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 > Communication Services(통
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단계 4

SNMP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Enabled(활성화)
• Disabled(비활성화)
시스템에 SNMP 서버와의 통합이 포함된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Admin State(관리 상태)가 활성화된 경우 Cisco UCS Manager GUI
에서는 이 섹션에 나머지 필드를 표시합니다.

Port(포트) 필드

Cisco UCS Manager가 SNMP 호스트와 통신하는 포트. 기본 포트
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Community/Username(커뮤니
티/사용자 이름) 필드

Cisco UCS Manager가 SNMP 호스트에 보내는 트랩 메시지에 포함
시킬 기본 SNMP v1 또는 v2c 커뮤니티 이름 혹은 SNMP v3 사용
자 이름.
1자 ~ 32자의 영숫자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앳 기호), \(백슬래
시), "(큰따옴표), ?(물음표), 또는 공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본
값은 public입니다.

System Contact(시스템 담당자) SNMP 구현을 책임지는 시스템 담당자.
필드
이메일 주소, 이름, 전화 번호 등 최대 255자의 문자열로 입력합니
다.
System Location(시스템 위치)
필드

SNMP 에이전트(서버가) 실행되는 호스트의 위치.
최대 510자의 영숫자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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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SNMP 트랩 및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SNMP 트랩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 > Communication Services(통
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단계 4

SNMP Traps(SNMP 트랩) 영역에서 +를 클릭합니다.

단계 5

Create SNMP Trap(SNMP 트랩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Hostname (or IP Address)(호스 Cisco UCS Manager가 트랩을 보낼 SNMP 호스트의 호스트 이름
트 이름 또는 IP 주소) 필드
또는 IP 주소.
SNMP 호스트의 IPv4 주소 또는 IPv6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은 IPv4 주소의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
될 수 있습니다.
Community/Username(커뮤니
티/사용자 이름) 필드

Cisco UCS Manager가 SNMP 호스트에 보내는 트랩 메시지에 포함
시킬 SNMP v1 또는 v2c 커뮤니티 이름 혹은 SNMP v3 사용자 이
름. SNMP 서비스에 대해 구성된 커뮤니티 또는 사용자 이름과 같
아야 합니다.
1자 ~ 32자의 영숫자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앳 기호), \(백슬래
시), "(큰따옴표), ?(물음표), 또는 공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Port(포트) 필드

Cisco UCS Manager가 트랩을 위해 SNMP 호스트와 통신하는 포
트.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 포트는 162입니다.

Version(버전) 필드

트랩에 사용할 SNMP 버전 및 모델.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V1
• V2c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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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Type(유형) 필드

전송할 트랩의 유형.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Traps, if you select V2c or V3 for the version.
• Informs - 버전으로 V2c를 선택할 경우
참고

v3 Privilege(v3 권한) 필드

inform 알림은 버전으로 v2c를 선택한 경우에만 보낼
수 있습니다.

버전으로 V3를 선택할 경우, 트랩과 관련된 권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uth—인증은 있지만 암호화 없음
• Noauth—인증도 암호화도 없음
• Priv—인증 및 암호화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7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SNMP 트랩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 > Communication Services(통
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단계 4

SNMP Traps(SNMP 트랩) 영역의 테이블에서 삭제할 사용자의 행을 클릭합니다.

단계 5

테이블 오른쪽의 Delete(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7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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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v3 사용자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 > Communication Services(통
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단계 4

SNMP Users(SNMP 사용자) 영역에서 +를 클릭합니다.

단계 5

Create SNMP User(SNMP 사용자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SNMP 사용자에 지정된 사용자 이름.
최대 32자의 영숫자를 입력합니다.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_(밑줄), .(마침표). @(앳 기호), -(하이픈)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
다.
참고

Auth Type(인증 유형) 필드

로컬 인증 사용자 이름과 동일한 SNMP 사용자 이름을 생
성할 수 없습니다.

인증 유형.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MD5
• SHA

Use AES-128(AES-128 사용) 확 선택하면 이 사용자는 AES-128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인란
Password(비밀번호) 필드

이 사용자의 비밀번호

Confirm Password(비밀번호 확 확인을 위해 다시 입력하는 비밀번호
인) 필드
Privacy Password(프라이버시
비밀번호) 필드

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비밀번호

Confirm Privacy Password(프라 확인을 위해 다시 입력하는 프라이버시 비밀번호
이버시 비밀번호 확인) 필드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7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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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v3 사용자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 > Communication Services(통
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단계 4

SNMP Users(SNMP 사용자) 영역의 테이블에서 삭제할 사용자의 행을 클릭합니다.

단계 5

테이블 오른쪽의 Delete(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7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텔넷 활성화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 > Communication Services(통
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Telnet(텔넷) 영역에서 Enabled(활성)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CIMC 웹 서비스 활성화
CIMC 웹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경우 아래의 단계에 따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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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 > Communication Services(통
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IMC Web Service(CIMC 웹 서비스) 영역에서 Enabled(활성)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통신 서비스 비활성화
참고

다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과의 인터페이스에 필요하지 않은 통신 서비스는 모두 비활성화하
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 > Communication Services(통
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탭에서 비활성화할 서비스별로 disable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
니다.

단계 4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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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증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증 서비스, 149 페이지
• 원격 인증 제공자에 대한 지침 및 권장 사항, 150 페이지
• 원격 인증 제공자의 사용자 특성, 150 페이지
• 이중 인증, 152 페이지
• LDAP 그룹 규칙, 153 페이지
• 중첩된 LDAP 그룹, 153 페이지
• LDAP 제공자 구성, 154 페이지
• RADIUS 제공자 구성, 159 페이지
• TACACS+ 제공자 구성, 161 페이지
• 다중 인증 시스템 구성, 162 페이지
• 기본 인증 서비스 선택, 169 페이지

인증 서비스
Cisco UCS에서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사용자 로그인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 로컬 사용자 인증 - 로컬 Cisco UCS Manager에 있는 사용자 계정을 사용합니다.
• 원격 사용자 인증 - 다음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LDAP
◦ RADIUS
◦ TAC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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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인증 제공자에 대한 지침 및 권장 사항
지원되는 원격 인증 서비스 중 하나가 시스템에 구성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시스템과 통신
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 지침은 사용자 인증에 영향을 미칩
니다.
원격 인증 서비스의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은 로컬 Cisco UCS Manager에 또는 원격 인증 서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 GUI 및 Cisco UCS Manager CLI에서 원격 인증 서비스로 로그인한 사용자의 임시
세션을 볼 수 있습니다.
원격 인증 서비스의 사용자 역할
원격 인증 서버에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경우 그 계정은 Cisco UCS Manager에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포함하고 그 역할의 이름이 Cisco UCS Manager에 쓰이는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역할 정책
에 따라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못하거나 읽기 전용 권한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원격 인증 제공자의 사용자 특성
RADIUS 및 TACACS+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사용자가 Cisco UCS Manager에 로그인하는 원격 인증
제공자 각각에서 Cisco UCS에 대한 사용자 특성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용자 특성은 각 사용자에
지정된 역할 및 로캘을 저장합니다.

참고

LDAP 그룹 매핑을 사용하여 역할과 로캘을 지정하는 LDAP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이 단계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Cisco UCS Manager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원격 인증 서비스에 쿼리합니다.
2 사용자를 검증합니다.
3 사용자가 검증된 경우 사용자에 지정된 역할 및 로캘을 확인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Cisco UCS에서 지원하는 원격 인증 제공자의 사용자 특성 요구 사항을 비교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150

인증 구성
원격 인증 제공자의 사용자 특성

표 7: 원격 인증 제공자별 사용자 특성 비교

인증 제공자

커스텀 특성

LDAP

그룹 매핑 사용 선택 사항. 다음 중 하나를 선택 Cisco LDAP 구현에서는 유니코
시 불필요
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 형식의 특성이 필요합니다.
그룹 매핑 사용
시 선택 사항

스키마 확장

• LDAP 스키마를 확장하지
않고 요구 사항에 맞는 기
존의 미사용 특성을 구성
합니다.

특성 ID 요구 사항

CiscoAVPair 커스텀 특성을 생성
하려는 경우 특성 ID로
1.3.6.1.4.1.9.287247.1을 사용합니
다.

• LDAP 스키마를 확장하고 샘플 OID가 다음 섹션에 나와 있
CiscoAVPair와 같은 고유 습니다.
한 이름으로 커스텀 특성
을 생성합니다.
RADIUS

선택 사항

선택 사항. 다음 중 하나를 선택 Cisco RADIUS 구현의 벤더 ID는
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009, 특성의 벤더 ID는 001입니다.
• RADIUS 스키마를 확장하
지 않고 요구 사항에 맞는
기존의 미사용 특성을 사
용합니다.

다음 구문의 예에서는 cisco-avpair
특성을 생성하려는 경우 여러 사
용자 역할 및 로케일을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shell:roles="admin,aaa"

• RADIUS 스키마를 확장하 shell:locales="L1,abc". 여러 값
고 cisco-avpair와 같은 고유 을 구분하는 기호로 쉼표 ","를 사
한 이름으로 커스텀 특성 용합니다.
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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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제공자

커스텀 특성

스키마 확장

특성 ID 요구 사항

TACACS+

필수

필수. 스키마를 확장하고
cisco-av-pair 이름은 TACACS+ 제
cisco-av-pair라는 이름으로 커스 공자에 대한 특성 ID를 제공하는
텀 특성을 생성해야 합니다.
문자열입니다.
다음 구문의 예에서는
cisco-av-pair 특성을 생성할 경우
여러 사용자 역할 및 로케일을 지
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isco-av-pair=shell:roles="admin
aaa" shell:locales*"L1 abc".

cisco-av-pair 특성 구문에 별표(*)
를 사용하면 로케일에 선택 사항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동
일한 권한 허가 프로필을 사용하
는 다른 Cisco 디바이스의 인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값을 구
분하는 기호로 공백을 사용합니
다.

LDAP 사용자 특성에 대한 샘플 OID
다음은 커스텀 CiscoAVPair 특성에 대한 샘플 OID입니다.
CN=CiscoAVPair,CN=Schema,
CN=Configuration,CN=X
objectClass: top
objectClass: attributeSchema
cn: CiscoAVPair
distinguishedName: CN=CiscoAVPair,CN=Schema,CN=Configuration,CN=X
instanceType: 0x4
uSNCreated: 26318654
attributeID: 1.3.6.1.4.1.9.287247.1
attributeSyntax: 2.5.5.12
isSingleValued: TRUE
showInAdvancedViewOnly: TRUE
adminDisplayName: CiscoAVPair
adminDescription: UCS User Authorization Field
oMSyntax: 64
lDAPDisplayName: CiscoAVPair
name: CiscoAVPair
objectCategory: CN=Attribute-Schema,CN=Schema,CN=Configuration,CN=X

이중 인증
Cisco UCS Manager에서는 원격 사용자 로그인에 이중 인증을 사용하여 계정 로그인에 대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이중 인증 로그인에는 사용자 이름, 토큰, 비밀번호 필드에 입력할 비밀번호 조
합이 필요합니다. PIN, 인증서 또는 토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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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인증에서는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토큰 서버를 두고 로그인 프로세스에 사용자를
위한 일회용 토큰을 생성하며 비밀번호를 AAA 서버에 저장합니다. 토큰 서버에 요청을 보내 벤더별
특성을 가져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토큰 서버와 AAA 서버의 통합을 예상하므로 AAA 서
버에 요청을 포워딩합니다. 비밀번호와 토큰은 AAA 서버에서 동시에 유효성 검사를 받습니다. 사용
자는 AAA 서버에 구성된 것과 동일한 순서로 토큰 및 비밀번호 시퀀스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중 인증은 RADIUS 또는 TACACS+ 제공자 그룹을 지정된 인증 도메인과 연결하고 이 도메인에 대
해 이중 인증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이중 인증은 IPM을 지원하지 않으며, 인증 영역이
LDAP, 로컬 또는 없음으로 설정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웹 세션 새로고침 및 웹 세션 시간 초과 기간
Web Session Refresh Period(웹 세션 새로고침 기간)는 Cisco UCS Manager GUI 웹 세션의 새로 고침
요청 간격의 최대값입니다. Web Session Timeout(웹 세션 시간 초과)은 마지막 새로고침 요청 시점부
터 Cisco UCS Manager GUI 웹 세션이 비활성화되는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의 최대값입니다.
토큰과 비밀번호를 다시 생성하여 입력해야 하는 세션 시간 초과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Web Session
Refresh Period(웹 세션 새로고침 기간)를 60초 초과, 172800초 이하의 값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이중 인증이 활성화된 경우 7200초,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600초입니다.
Web Session Timeout Period(웹 세션 시간 초과 기간)의 값을 300 ~ 172800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
습니다. 기본값은 이중 인증이 활성화된 경우 8000초,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7200초입니다.

LDAP 그룹 규칙
LDAP 그룹 규칙은 Cisco UCS에서 원격 사용자에게 사용자 역할 및 로캘을 지정할 때 LDAP 그룹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첩된 LDAP 그룹
LDAP 그룹을 다른 그룹의 멤버로 추가하고 그룹을 중첩시켜 멤버 계정을 통합하고 트래픽 복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 release 2.1(2) 이상에서는 LDAP 그룹 맵에 정의된 다른 그룹에
중첩되어 있는 LDAP 그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중첩된 LDAP 검색 지원은 Microsoft Active Directory 서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버전
은 Microsoft Windows 2003 SP3, Microsoft Windows 2008 R2, Microsoft Windows 2012입니다.
LDAP 그룹을 다른 그룹 내에 중첩시킬 때 기본적으로 사용자 권한이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Group_1
을 Group_2의 멤버로 만들 경우 Group_1의 사용자는 Group_2 멤버와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LDAP 그룹 맵에서 Group_2만 선택하더라도 Group_1의 멤버인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즉 Group_1과 Group_2를 따로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Cisco UCS Manager의 그룹 맵에서 반드시 하위 그룹을 생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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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제공자 구성
LDAP 제공자의 속성 구성
이 작업에서 구성하는 속성은 Cisco UCS Manager에 정의된 이 유형의 모든 제공자 연결에서 기본 설
정입니다. 개별 제공자가 이 속성 중 어떤 것에 대해서든 설정을 갖고 있을 경우 Cisco UCS에서는 기
본 설정을 무시하고 그 설정을 사용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Active Directory를 LDAP 서버로 사용하고 있다면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Cisco UCS와 바인딩할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이 계정은 만료되지 않는 비밀번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LDAP을 확장합니다.

단계 3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모든 필드를 완성합니다.
참고
LDAP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DN이 255자를 초과할 경우 사용자 로그인이 실패합니
다.

단계 4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LDAP 제공자를 생성합니다.

LDAP 제공자 생성
Cisco UCS Manager는 최대 16개의 LDAP 제공자를 지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Active Directory를 LDAP 서버로 사용하고 있다면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Cisco UCS와 바인딩할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이 계정은 만료되지 않는 비밀번호를 가져야 합니다.
• LDAP 서버에서 다음 컨피그레이션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LDAP 그룹을 구성합니다. LDAP 그룹은 사용자 역할 및 로케일 정보를 포함합니다.
◦ Cisco UCS Manager에 대한 사용자 역할 및 로케일 정보를 포함하는 특성으로 사용자를 구
성합니다. 이 특성에 대해 LDAP 스키마를 확장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를
확장하지 않으려면 기존 LDAP 특성을 사용하여 Cisco UCS 사용자 역할 및 로케일을 보존
합니다. 스키마 확장을 선호할 경우 CiscoAVPair 특성과 같은 커스텀 특성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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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LDAP 구현에서는 유니코드 형식의 특성이 필요합니다.
CiscoAVPair 커스텀 특성을 생성하려는 경우 특성 ID로 1.3.6.1.4.1.9.287247.1을 사용합니
다.
◦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관리 포트 IPv4 또는 IPv6 주소
를 추가합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첫 번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장애가 발생하
고 시스템이 두 번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페일오버할 경우 원격 사용자가 계속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로그인 요청이 Cisco UCS Manager에서 사용하는 가상 IPv4 또는 IPv6 주
소가 아니라 이 IP 주소에서 소싱됩니다.
• 보안 통신을 사용하려는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LDAP 서버의 루트 CA(certificate authority)
인증서를 포함하는 신뢰 지점을 만듭니다.
• LDAP 제공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할 경우 도메인의 인증 영역을 로컬로 변경하
고 제공자를 변경한 다음 도메인 인증 영역을 다시 LDAP으로 변경합니다.

주의

특수 문자를 포함하는 LDAP 원격 사용자 이름은 버전 2.2(3a) 이상을 실행하는 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용자는 특수 문자 !, %, ^가 사용자 이름에 지원되지 않는 Nexus OS 제한 때
문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LDAP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Create LDAP Provider(LDAP 제공자 생성)를 클릭합니다.

단계 5

마법사의 Create LDAP Provider(LDAP 제공자 생성) 페이지에서 알맞은 LDAP 서비스 정보로 모든
필드를 완성합니다.
참고

단계 6

IPv4 또는 IPv6 주소가 아닌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경우 호스트 이름에 대해 DNS 서버가 구
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법사의 LDAP Group Rule(LDAP 그룹 규칙) 페이지에서 알맞은 LDAP 그룹 규칙 정보로 모든 필
드를 완성합니다.
참고

역할 및 로캘 지정은 누적형입니다. 사용자가 여러 그룹에 포함되었거나 LDAP 특성에 역할
또는 로캘이 지정된 경우 Cisco UCS에서는 그 사용자에게 이 그룹 또는 특성 중 어디에든 매
핑되는 모든 역할 및 로캘을 지정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단일 LDA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구현할 경우 LDAP를 인증 서비스로 선택합니다.
다중 LDA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구현할 경우 LDAP 제공자 그룹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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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제공자에 대한 LDAP 그룹 규칙 변경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LDAP을 확장합니다.

단계 3

LDAP Providers(LDAP 제공자)를 확장하고 그룹 규칙을 변경하려는 LDAP 제공자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LDAP Group Rules(LDAP 그룹 규칙)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Group Authorization(그룹 인증) Cisco UCS에서 원격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 역할 및 로캘을 인증하
필드
고 지정할 때 LDAP 그룹도 검색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
습니다.
• Disable(비활성)—Cisco UCS에서 어떤 LDAP 그룹에도 액세
스하지 않습니다.
• Enable(활성)—Cisco UCS는 이 Cisco UCS domain에 매핑된
모든 LDAP 그룹을 검색합니다. 원격 사용자가 있을 경우
Cisco UCS는 연결된 LDAP 그룹 맵에서 해당 LDAP 그룹에
대해 정의된 사용자 역할 및 로캘을 지정합니다.
참고

역할 및 로캘 지정은 누적형입니다. 사용자가 여러 그룹에
포함되었거나 LDAP 특성에 역할 또는 로캘이 지정된 경
우 Cisco UCS에서는 그 사용자에게 이 그룹 또는 특성 중
어디에든 매핑되는 모든 역할 및 로캘을 지정합니다.

Group Recursion(그룹 재귀) 필 Cisco UCS에서 매핑된 그룹과 그 상위 그룹을 모두 검색할지 여
드
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 Recursive(재귀 검색 없음)—Cisco UCS는 이 Cisco UCS
domain에 매핑된 그룹만 검색합니다. 사용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그룹 중 어디서도 사용자의 인증 속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Cisco UCS는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 Recursive(재귀적)—Cisco UCS는 각 매핑된 그룹 및 그 모든
상위 그룹에서 사용자의 인증 속성을 검색합니다. 이 속성은
누적형입니다. 즉 Cisco UCS는 명시적 인증 속성 설정을 찾
은 그룹별로 그 설정을 현재 사용자에게 적용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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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Target Attribute(대상 특성) 필
드

Cisco UCS에서 LDAP 데이터베이스의 그룹 멤버십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특성.
지원되는 문자열 길이는 63자입니다. 기본 문자열은 memberOf입
니다.

Use Primary Group(기본 그룹
사용) 필드

단계 6

Cisco UCS에서 멤버십 검증을 위한 LDAP 그룹 맵으로 기본 그룹
을 구성할 수 있을지 결정할 때 사용하는 특성. Cisco UCS Manager
는 이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기본 그룹 멤버십을 다운로드하
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LDAP 제공자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LDAP을 확장합니다.

단계 3

LDAP Providers(LDAP 제공자)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LDAP 제공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LDAP 그룹 매핑
LDAP 그룹 매핑을 이용하면 LDAP 사용자 개체에 역할 또는 로캘 정보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UCSM에서 LDAP 그룹을 사용하는 조직에 대해 로그인 과정에서 그룹 멤버십 정보를 사용하여 LDAP
사용자에게 역할 또는 로캘을 지정함으로써 LDAP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가 Cisco UCS Manager에 로그인하면 LDAP 그룹 맵은 그 사용자의 역할 및 로캘에 대한 정보
를 가져옵니다. 역할 및 로캘 기준이 정책의 정보와 일치할 경우 액세스가 허가됩니다.
로컬 Cisco UCS Manager에서 구성하는 역할 및 로캘 정의는 LDAP 디렉터리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LDAP 디렉터리에서 LDAP 그룹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변경할 때 Cisco UCS
Manager도 변경 사항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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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역할과 로캘의 조합을 포함하도록 LDAP 그룹 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역할만
• 로캘만
• 역할과 로캘 모두
이를테면 LDAP 그룹이 특정 지역의 서버 관리자 그룹을 나타냅니다. 이 LDAP 그룹 맵은 서버 프로
필, 서버 장비와 같은 사용자 역할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서버 관리자로 액세스를 제
한하기 위해 로캘을 특정 사이트 이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Cisco UCS Manager는 아웃오브더박스(out-of-the-box) 사용자 역할을 포함하지만 어떤 로캘도 포
함하지 않습니다. LDAP 제공자 그룹을 어떤 로캘에 매핑하려면 커스텀 로캘을 생성해야 합니다.

LDAP 그룹 맵 생성
시작하기 전에
• LDAP 서버에서 LDAP 그룹을 만듭니다.
• LDAP 서버에서 LDAP 그룹의 고유 이름을 구성합니다.
• Cisco UCS Manager에서 로케일을 만듭니다(선택 사항).
• Cisco UCS Manager에서 커스텀 역할을 만듭니다(선택 사항).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LDAP을 확장합니다.

단계 3

LDAP Group Maps(LDAP 그룹 맵)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LDAP Group
Map(LDAP 그룹 맵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LDAP Group Map(LDAP 그룹 맵 생성) 대화 상자에서 모든 LDAP 그룹 맵 정보를 알맞게 지
정합니다.
중요
참고

LDAP Group DN(LDAP 그룹 DN) 필드 필드에 지정하는 이름이 LDAP 데이터베이스의 이
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LDAP Group DN(LDAP 그룹 DN) 필드에 특수 문자를 사용할 경우 특수 문자 앞에 이스케이
프 문자\(단일 백슬래시)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LDAP 그룹 규칙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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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그룹 맵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LDAP을 확장합니다.

단계 3

LDAP Group Maps(LDAP 그룹 맵)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LDAP 그룹 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RADIUS 제공자 구성
RADIUS 제공자의 속성 구성
이 작업에서 구성하는 속성은 Cisco UCS Manager에 정의된 이 유형의 모든 제공자 연결에서 기본 설
정입니다. 개별 제공자가 이 속성 중 어떤 것에 대해서든 설정을 갖고 있을 경우 Cisco UCS에서는 기
본 설정을 무시하고 그 설정을 사용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 탭에서 User Management > RADIUS를 확장합니다.

단계 3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모든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4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RADIUS 제공자를 생성합니다.

RADIUS 제공자 생성
Cisco UCS Manager는 최대 16개의 RADIUS 제공자를 지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RADIUS 서버에서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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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CS Manager에 대한 사용자 역할 및 로케일 정보를 포함하는 특성으로 사용자를 구성합
니다. 이 특성에 대해 RADIUS 스키마를 확장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를 확장하
지 않으려면 기존 RADIUS 특성을 사용하여 Cisco UCS 사용자 역할 및 로케일을 보존합니다. 스
키마 확장을 선호할 경우 isco-avpair 특성과 같은 커스텀 특성을 생성합니다.
Cisco RADIUS 구현의 벤더 ID는 009, 특성의 벤더 ID는 001입니다.
다음 구문의 예에서는 cisco-avpair 특성을 생성하려는 경우 여러 사용자 역할 및 로케일을 지정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shell:roles="admin,aaa" shell:locales="L1,abc". 여러 값을 구분하
는 기호로 쉼표 ","를 사용합니다.
•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관리 포트 IPv4 또는 IPv6 주소를 추
가합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첫 번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장애가 발생하고 시스템
이 두 번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페일오버할 경우 원격 사용자가 계속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로그인 요청이 Cisco UCS Manager에서 사용하는 가상 IP 주소가 아니라 이 IP 주소에서 소
싱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RADIUS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reate RADIUS Provider(RADIUS 제공자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해당 RADIUS 서비스 정보를 모두
지정합니다.
참고

단계 4

IPv4 또는 IPv6 주소가 아닌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경우 호스트 이름에 대해 DNS 서버가 구
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단일 RADIU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구현할 경우 RADIUS를 기본 인증 서비스로 선택합니다.
다중 RADIU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구현할 경우 RADIUS 제공자 그룹을 구성합니다.

RADIUS 제공자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 탭에서 User Management > RADIUS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RADIUS 제공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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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ACS+ 제공자 구성
TACACS+ 제공자의 속성 구성
이 작업에서 구성하는 속성은 Cisco UCS Manager에 정의된 이 유형의 모든 제공자 연결에서 기본 설
정입니다. 개별 제공자가 이 속성 중 어떤 것에 대해서든 설정을 갖고 있을 경우 Cisco UCS에서는 기
본 설정을 무시하고 그 설정을 사용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TACACS+를 확장합니다.

단계 3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Timeout(시간 초과)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4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TACACS+ 제공자를 만듭니다.

TACACS+ 제공자 생성
Cisco UCS Manager는 최대 16개의 TACACS+ 제공자를 지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TACACS+ 서버에서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 cisco-av-pair 특성을 생성합니다. 기존 TACACS+ 특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isco-av-pair 이름은 TACACS+ 제공자에 대한 특성 ID를 제공하는 문자열입니다.
다음 구문의 예에서는 cisco-av-pair 특성을 생성할 경우 여러 사용자 역할 및 로케일을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isco-av-pair=shell:roles="admin aaa" shell:locales*"L1 abc".
cisco-av-pair 특성 구문에 별표(*)를 사용하면 로케일에 선택 사항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권한 허가 프로필을 사용하는 다른 Cisco 디바이스의 인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값을 구분하는 기호로 공백을 사용합니다.
•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관리 포트 IPv4 또는 IPv6 주소를 추
가합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첫 번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장애가 발생하고 시스템
이 두 번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페일오버할 경우 원격 사용자가 계속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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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로그인 요청이 Cisco UCS Manager에서 사용하는 가상 IP 주소가 아니라 이 IP 주소에서 소
싱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TACACS+를 확장합니다.

단계 3

General(일반) 탭의 Actions(작업) 영역에서 Create TACACS+ Provider(TACACS+ 제공자 생성)를
클릭합니다.

단계 4

Create TACACS+ Provider(TACACS+ 제공자 생성) 대화 상자에서
a) TACACS+ 서비스 정보로 모든 필드를 완성합니다.
참고

IPv4 또는 IPv6 주소가 아닌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경우 호스트 이름에 대해 DNS 서버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b)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단일 TACAC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구현할 경우 TACACS+를 기본 인증 서비스로 선택합니다.
다중 TACAC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구현할 경우 TACACS+ 제공자 그룹을 구성합니다.

TACACS+ 제공자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TACACS+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TACACS+ 제공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다중 인증 시스템 구성
다중 인증 시스템
Cisco UCS에서 다음 기능을 구성하여 다중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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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자 그룹
• 인증 도메인

제공 기관 그룹
제공자 그룹은 Cisco UCS에서 인증 프로세스에 액세스하는 제공자의 모음입니다. 어떤 제공자 그룹
에 속한 모든 제공자는 Cisco UCS 제공자가 사용자를 인증하는 순서대로 액세스합니다. 구성된 서버
모두 사용 불가하거나 접속 불가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자동으로 로컬 인증 방식으로 폴
백하여 로컬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최대 16개의 제공자 그룹을 생성할 수 있으며 각 그룹에서 최대 8개의 제
공자가 가능합니다.

LDAP 제공자 그룹 생성
LDAP 제공자 그룹을 만들면 여러 LDA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단일 LDA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인증에서는 LDAP 제공자 그룹을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LDAP 제공자를 만듭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LDAP을 확장합니다.

단계 3

LDAP Provider Groups(LDAP 제공자 그룹)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LDAP
Provider Group(LDAP 제공자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참고

단계 4

IPv4 또는 IPv6 주소가 아닌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경우 호스트 이름에 대해 DNS 서버가 구
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Create LDAP Provider Group(LDAP 제공자 그룹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해당 LDAP 제공자 그룹 정보
를 모두 지정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인증 도메인을 구성하거나 기본 인증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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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제공자 그룹 삭제
시작하기 전에
인증 컨피그레이션에서 제공자 그룹을 삭제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LDAP을 확장합니다.

단계 3

LDAP Provider Groups(LDAP 제공자 그룹)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LDAP 제공자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RADIUS 제공자 그룹 생성
RADIUS 제공자 그룹을 만들면 여러 RADIU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단일 RADIU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인증에서는 RADIUS 제공자 그룹을 설정할 필요 없습니
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RADIUS 제공자를 만듭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RADIUS를 확장합니다.

단계 3

RADIUS Provider Groups(RADIUS 제공자 그룹)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RADIUS
Provider Group(RADIUS 제공자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RADIUS Provider Group(RADIUS 제공자 그룹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Name(이름) 필드에 그룹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1자 ~ 127자의 ASCII 문자입니다.
b) RADIUS Providers(RADIUS 제공자) 테이블에서 그룹에 포함할 제공자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c) >>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자를 Included Providers(포함된 제공자)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 버튼을 사용하여 제공자를 그룹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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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선택 사항) Included Providers(포함된 제공자) 목록에서 Move Up 또는 Move Down 화살표를 사
용하여 RADIUS 제공자가 제공자를 인증하는 순서를 변경합니다.
e) 모든 필수 제공자를 제공자 그룹에 추가했으면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인증 도메인을 구성하거나 기본 인증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RADIUS 제공자 그룹 삭제
다른 인증 컨피그레이션에서 제공자 그룹을 사용하고 있다면 제공자 그룹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RADIUS를 확장합니다.

단계 3

RADIUS Provider Groups(RADIUS 제공자 그룹)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RADIUS 제공자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TACACS+ 제공자 그룹 생성
TACACS+ 제공자 그룹을 만들면 여러 TACAC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단일 TACAC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인증에서는 TACACS+ 제공자 그룹을 설정할 필요 없
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TACACS+ 제공자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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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TACACS+를 확장합니다.

단계 3

TACACS+ Provider Groups(TACACS+ 제공자 그룹)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TACACS+ Provider Group(TACACS+ 제공자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TACACS+ Provider Group(TACACS+ 제공자 그룹 생성) 대화 상자에서 모든 TACACS+ 제
공자 그룹 정보를 알맞게 지정합니다.

TACACS+ 제공자 그룹 삭제
다른 인증 컨피그레이션에서 제공자 그룹을 사용하고 있다면 제공자 그룹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TACACS+를 확장합니다.

단계 3

TACACS+ Provider Groups(TACACS+ 제공자 그룹)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TACACS+ 제공자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인증 도메인
Cisco UCS Manager에서는 인증 도메인을 사용하여 다양한 인증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로그인 과정
에서 각 인증 도메인을 지정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기본 인증 서비스 컨
피그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최대 8개의 인증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인증 도메인은 제공자 그룹 및 Cisco UCS Manager
의 영역과 연결됩니다. 제공자 그룹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영역 내의 모든
서버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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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도메인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Authentication(인증)을 확장합니
다.

단계 3

Authentication Domains(인증 도메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a Domain(도메인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a Domain(도메인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이름

도메인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
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

원격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인증 도메인 이름이 사용자 이름의 일부로 간주
되어 로컬에서 생성되는 사용자 이름의 32자 제
한에 반영됩니다. Cisco UCS는 포맷용 문자 5자
를 삽입하므로 도메인 이름과 사용자 이름을 합
한 글자 수가 27자를 넘으면 인증이 실패합니다.

Web Session Refresh Period (sec)(웹 세션 웹 클라이언트가 Cisco UCS Manager에 연결할 때 Cisco
새로고침 기간 - 초)
UCS Manager에 새로고침 요청을 보내는 방법으로 웹 세
션을 활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옵션은 이 도메인의 사
용자에 대한 새로고침 요청의 최대 간격을 지정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웹 세션을
비활성 상태로 간주하지만 종료하지는 않습니다.
60 ~ 172800의 정수로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이중 인증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600초, 사용할 경우에는 7200초입니
다.
참고

Web Session Refresh Period(웹 세션 새로고침
기간)에 설정된 값(초)이 Web Session Timeout(웹
세션 시간 초과)에 설정된 값(초)보다 작아야 합
니다. Web Session Refresh Period(웹 세션 새로
고침 기간)를 Web Session Timeout(웹 세션 시간
초과)와 같은 값으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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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Web Session Timeout(sec)(웹 세션 시간
초과 - 초)

마지막 새로고침 요청 후 Cisco UCS Manager에서 웹 세
션을 비활성 상태로 간주할 때까지 경과할 수 있는 최대
시간.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자동
으로 웹 세션을 종료합니다.
300 ~ 172800의 정수로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이중 인증
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7200초, 사용할 경우에는 8000초
입니다.

Realm(영역)

이 도메인의 사용자에게 적용할 인증 프로토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Local(로컬)—사용자 계정이 이 Cisco UCS domain
의 로컬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 Radius—사용자가 이 Cisco UCS domain에 대해 지
정된 RADIUS 서버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 Tacacs—사용자가 이 Cisco UCS domain에 대해 지
정된 TACACS+ 서버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 Ldap—사용자가 이 Cisco UCS domain에 대해 지정
된 LDAP 서버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Provider Group(제공자 그룹)

원격 로그인에서 사용자 인증에 사용할 기본 제공자 그
룹.
참고

Two Factor Authentication(이중 인증)

단계 5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168

Provider Group(제공자 그룹) 드롭다운 목록은
사용자 인증 방식으로 Ldap, Radius 또는 Tacacs
를 선택한 경우에 표시됩니다.

이중 인증은 Realm(영역)이 Radius 또는 Tacacs로 설정
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할 경
우 Cisco UCS Manager 및 KVM 시작 관리자에서는 Radius
또는 Tacacs 서버에서 인증한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토큰
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Web
Session Refresh Period(웹 세션 새로고침 기간)가 만료되
기 60초 전까지 사용자가 새 토큰을 생성하여 비밀번호
와 함께 입력해야 세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인증 구성
기본 인증 서비스 선택

기본 인증 서비스 선택
콘솔 인증 서비스 선택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원격 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그 인증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를 만듭니다. 시스템에서
Cisco UCS를 통해 로컬 인증만 사용할 경우 일차적으로 제공자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Authentication(인증)을 확장합니
다.

단계 3

Native Authentication(기본 인증)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Console Authentication(콘솔 인증)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Realm(영역) 필드

콘솔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인증되는 방법.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Local(로컬)—이 Cisco UCS domain의 로컬
에서 사용자 계정을 정의해야 합니다.
• Radius—이 Cisco UCS domain에 대해 지정
된 RADIUS 서버에서 사용자를 정의해야 합
니다.
• Tacacs—이 Cisco UCS domain에 대해 지정
된 TACACS+ 서버에서 사용자를 정의해야
합니다.
• Ldap—이 Cisco UCS domain에 대해 지정된
LDAP 서버에서 사용자를 정의해야 합니다.
• None—이 Cisco UCS domain의 로컬 사용자
계정일 경우 사용자가 콘솔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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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Provider Group(제공자 그룹) 드롭다운 목록

콘솔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의 인증에 쓰이는 제공
자 그룹.
참고

Two Factor Authentication(이중 인증)

단계 6

사용자 인증 방식이 Ldap, Radius 또는
Tacacs일 경우 Provider Group(제공자 그
룹) 드롭다운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중 인증은 Realm(영역)이 Radius 또는 Tacacs
로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란이 선택되면 Radius 또는 Tacacs 서버에서 인증
한 계정의 사용자가 콘솔에 토큰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기본 인증 서비스 선택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원격 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그 인증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를 만듭니다. 시스템에서
Cisco UCS를 통해 로컬 인증만 사용할 경우 일차적으로 제공자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Authentication(인증)을 확장합니
다.

단계 3

Native Authentication(기본 인증)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Default Authentication(기본 인증)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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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Realm(영역) 드롭다운 목록

원격 로그인 과정에서 사용자가 인증되는 기본 방법.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Local(로컬)—이 Cisco UCS domain의 로컬에서 사용자
계정을 정의해야 합니다.
• Radius—이 Cisco UCS domain에 대해 지정된 RADIUS
서버에서 사용자 계정을 정의해야 합니다.
• Tacacs—이 Cisco UCS domain에 대해 지정된 TACACS+
서버에서 사용자 계정을 정의해야 합니다.
• Ldap—이 Cisco UCS domain에 대해 지정된 LDAP 서버
에서 사용자 계정을 정의해야 합니다.
• None—이 Cisco UCS domain의 로컬 사용자 계정일 경우
사용자가 원격으로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Provider Group(제공자 그룹) 드롭다 원격 로그인 과정에서 사용자 인증에 쓰이는 기본 제공자 그
운 목록
룹.
참고

Provider Group(제공자 그룹) 드롭다운 목록은 사용
자 인증 방식이 Ldap, Radius 또는 Tacacs일 경우에 표
시됩니다.

Web Session Refresh Period (sec)(웹 웹 클라이언트가 Cisco UCS Manager에 연결할 때 Cisco UCS
세션 새로고침 기간 - 초)
Manager에 새로고침 요청을 보내는 방법으로 웹 세션을 활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옵션은 이 도메인의 사용자에 대한 새
로고침 요청의 최대 간격을 지정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웹 세션을 비활
성 상태로 간주하지만 종료하지는 않습니다.
60 ~ 172800의 정수로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이중 인증을 사
용하지 않을 때는 600초, 사용할 경우에는 7200초입니다.
Web Session Timeout(sec)(웹 세션 시 마지막 새로고침 요청 후 Cisco UCS Manager에서 웹 세션을
간 초과 - 초)
비활성 상태로 간주할 때까지 경과할 수 있는 최대 시간.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자동으로 웹 세션
을 종료합니다.
300 ~ 172800의 정수로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이중 인증을 사
용하지 않을 때는 7200초, 사용할 경우에는 8000초입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171

인증 구성
원격 사용자에 대한 역할 정책

이름

설명

Two Factor Authentication(이중 인
증) 확인란

이중 인증은 Realm(영역)이 Radius 또는 Tacacs로 설정된 경
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할 경우 Cisco
UCS Manager 및 KVM 시작 관리자에서는 Radius 또는 Tacacs
서버에서 인증한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토큰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Web Session Refresh
Period(웹 세션 새로고침 기간)가 만료되기 60초 전까지 사용
자가 새 토큰을 생성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입력해야 세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참고

단계 6

이중 인증을 활성화하고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을
저장하면 기본 Web Session Refresh Period (sec)(웹
세션 새로고침 기간 - 초)를 7200으로, 기본 Web
Session Timeout(sec)(웹 세션 시간 초과 - 초)을 8000
으로 변경합니다.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원격 사용자에 대한 역할 정책
기본적으로 사용자 역할이 Cisco UCS Manager에 구성되지 않을 경우 원격 서버에서 LDAP, RADIUS
또는 TACAC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Cisco UCS Manager에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에게 읽기 전용 액
세스가 부여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Cisco UCS Manager에 설정된 사용자 역할에 부합하는 사용자
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 사용자에 대한 역할 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assign-default-role
사용자 역할에 따라 Cisco UCS Manager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다른 사용자 역할이 정의되지 않는 한 읽기 전용 액세스는 모든 사용자에게 주어
집니다.
이는 기본 동작입니다.
no-login
사용자 역할에 따라 Cisco UCS Manager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원격 인증 시스템
에 대해 사용자 역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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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사용자에 대한 역할 정책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Authentication(인증)을 확장합니
다.

단계 3

Native Authentication(기본 인증)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Role Policy for Remote Users(원격 사용자용 역할 정책) 필드에서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
여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그리고 원격 인증 제공자가 사용자 역할에 인증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결정합니다.
• No Login(로그인 안 함)—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올바르더라도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 Assign Default Role(기본 역할 지정)—사용자가 읽기 전용 사용자 역할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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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조직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멀티테넌시 환경의 조직, 175 페이지
• 멀티테넌시 환경의 계층 구조 이름 확인, 176 페이지
• 루트 조직 아래에 조직 생성, 178 페이지
• 하위 조직 아래에 조직 생성, 178 페이지
• 조직 삭제, 179 페이지

멀티테넌시 환경의 조직
멀티테넌시는 Cisco UCS domain의 대형 물리적 인프라를 조직이라고 하는 논리적 엔티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별로 전용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고도 논리적으로 조직을 분리할 수 있
습니다.
멀티테넌트 환경에서 조직을 통해 각 테넌트에 고유한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는 다
양한 정책, 풀, QoS 정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가 모든 조직에 액세스하는 것을 원
치 않을 경우 로캘을 구현하여 조직별로 사용자 권한 및 역할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멀티테넌트 환경을 설정할 경우 모든 조직은 계층 구조를 이룹니다. 최상위 조직은 항상 루트입니다.
루트에서 생성하는 정책과 풀은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며 시스템의 모든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다른 조직에서 생성된 정책 및 풀은 동일한 계층 구조에서 상위에 있는 조직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 Finance와 HR 조직이 있는데 이 둘은 동일한 계층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Finance에서는 HR 조직의 어떤 정책도 사용할 수 없으며, HR은 Finance 조직의 어떤 정책
에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Finance와 HR 모두 루트 조직의 정책 및 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테넌트 환경에서 조직을 생성할 경우 동일 계층 구조상의 각 조직 또는 하위 조직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리소스 풀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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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프로필
•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루트 조직은 항상 최상위 조직입니다.

멀티테넌시 환경의 계층 구조 이름 확인
멀티테넌트 환경에서 Cisco UCS는 조직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정책 및 리소스 풀의 이름을 확인합니
다. Cisco UCS Manager에서 풀에 지정된 정책 또는 리소스의 세부 사항을 검색할 경우 다음과 같이
됩니다.
1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 정책에 지정된 조직 내에서 지정된 이름의 정책과 풀을
찾습니다.
2 정책이 발견되거나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풀에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그 정책이나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풀의 로컬 레벨에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계
층 구조의 상위 조직으로 이동하여 풀에서 동일한 이름을 검색합니다. Cisco UCS Manager는 루트
조직에 도달할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3 루트 조직까지 검색했는데 가용 리소스 또는 정책이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로컬 조직으
로 돌아와 기본 정책 또는 기본 풀의 가용 리소스를 찾기 시작합니다.
4 알맞은 기본 정책 또는 기본 풀의 가용 리소스가 있으면 Cisco UCS Manager에서는 그 정책이나 리
소스를 사용합니다. 풀에 가용 리소스가 전혀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계층 구조의 상위
조직으로 이동하여 기본 풀에서 검색합니다. Cisco UCS Manager는 루트 조직에 도달할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5 Cisco UCS Manager가 계층 구조에서 적합한 정책 또는 가용 리소스를 찾지 못할 경우 할당 오류를
반환합니다.
예: 단일 단계 계층 구조에서 서버 풀 이름 확인
여기서는 모든 조직이 루트 조직 아래의 동일한 레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별
로 조직을 만듭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조직이 자신 및 루트 조직에 지정된 정책과 리소스
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XYZcustomer 조직의 서비스 프로필이 XYZcustomer 서버 풀의 서버를 사용하도록 구성되
었습니다. 리소스 풀 및 정책이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1 Cisco UCS Manager는 XYZcustomer 서버 풀에서 가용 서버를 찾습니다.
2 XYZcustomer 서버 풀에 가용 서버가 있으면 Cisco UCS Manager는 그 서버를 서비스 프로필과 연
결하고 검색을 중지합니다. 풀에 가용 서버가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루트 조직에서 해당
이름의 서버 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루트 조직에 XYZcustomer 서버 풀이 있고 이 풀에 가용 서버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서버를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하고 검색을 중지합니다. 풀에 가용 서버가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XYZcustomer 조직으로 돌아와 기본 서버 풀을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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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YZcustomer 조직의 기본 풀에 가용 서버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서버를 서비스 프
로필과 연결하고 검색을 중지합니다. 기본 풀에 가용 서버가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루트
조직의 기본 서버 풀을 검사합니다.
5 루트 조직의 기본 서버 풀에 가용 서버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서버를 서비스 프로
필과 연결하고 검색을 중지합니다. 기본 풀에 가용 서버가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할당
오류를 반환합니다.
예: 다단계 계층 구조에서 서버 풀 이름 확인
여기서는 각 조직이 하나 이상의 하위 조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주요 사업부 및 그 산
하의 팀에 대한 조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에서는 각 조직이 자신의 로컬 정책
및 리소스 풀 그리고 상위 단계의 리소스 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Finance 조직이 AccountsPayable과 AccountsReceivable이라는 2개의 하위 조직을 갖습니다.
AccountsPayable 조직의 서비스 프로필은 AP 서버 풀의 서버를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리소스 풀 및
정책이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1 Cisco UCS Manager는 서비스 프로필에 정의된 AP 서버 풀에서 가용 서버를 찾습니다.
2 AP 서버 풀에 가용 서버가 있으면 Cisco UCS Manager는 그 서버를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하고 검
색을 중지합니다. 풀에 가용 서버가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 Finance
조직에서 같은 이름의 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Finance 조직에 같은 이름의 풀이 있고 이 풀에 가용 서버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서
버를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하고 검색을 중지합니다. 풀에 가용 서버가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
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 루트 조직에서 같은 이름의 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루트 조직에 같은 이름의 풀이 있고 이 풀에 가용 서버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서버
를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하고 검색을 중지합니다. 풀에 가용 서버가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
는 AccountsPayable 조직으로 돌아와 기본 서버 풀을 검사합니다.
5 AccountsPayable 조직의 기본 풀에 가용 서버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서버를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하고 검색을 중지합니다. 기본 풀에 가용 서버가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 Finance 조직의 기본 서버 풀을 검사합니다.
6 Finance 조직의 기본 풀에 가용 서버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서버를 서비스 프로필
과 연결하고 검색을 중지합니다. 기본 풀에 가용 서버가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 루트 조직의 기본 서버 풀을 검사합니다.
7 루트 조직의 기본 서버 풀에 가용 서버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서버를 서비스 프로
필과 연결하고 검색을 중지합니다. 기본 풀에 가용 서버가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할당
오류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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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조직 아래에 조직 생성
절차
단계 1

툴바에서 New(새로 만들기) > Create Organization(조직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2

Create Organization(조직 생성) 대화 상자의 Name(이름) 필드에 조직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
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계 3

Description(설명) 필드에 조직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단계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하위 조직 아래에 조직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 root(루트)를 확장합니다.
Policies(정책) 또는 Pools(풀) 노드에서도 Sub-Organizations(하위 조직) 노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단계 3

Sub-Organizations(하위 조직) 노드를 확장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루트 바로 아래서 조직을 생성하려면 Sub-Organizations(하위 조직)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Organization(조직 생성)을 선택합니다.
• 더 낮은 레벨의 하위 조직 아래에 조직을 생성하려면 계층 구조에서 그 하위 조직을 확장하고
새 조직을 생성하려는 하위 조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Create Organization(조직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Organization(조직 생성) 대화 상자의 Name(이름) 필드에 조직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
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계 5

Description(설명) 필드에 조직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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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삭제할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단계 3

조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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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181 페이지
• Cisco UCS 사용자 계정, 182 페이지
• 사용자 역할, 185 페이지
• 사용자 로캘, 189 페이지
• 사용자 역할 구성, 190 페이지
• 로캘 구성, 192 페이지
• 로컬 인증 사용자 계정 구성, 194 페이지
• 로컬 인증 사용자에 대한 비밀번호 프로필, 202 페이지
• 사용자 세션 모니터링, 205 페이지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RBAC(Role-Based Access Control)는 사용자 역할 및 로캘에 따라 인증 시스템 액세스를 제한하는 방
법입니다. 역할은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로캘은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조직(도메인)을
정의합니다.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권한을 받는 게 아니므로 알맞은 역할 및 로캘을 지정함으로써 개
별 사용자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주어진 역할에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된 로캘에서 액세스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
해 필수 시스템 리소스에 대해 쓰기 액세스 권한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Engineering 조직에서 서버 관
리자 역할의 사용자는 엔지니어링 조직의 서버 컨피그레이션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나, 이 사용자에
지정된 로캘에 Finance 조직이 포함되지 않는 한 Finance 조직의 서버 컨피그레이션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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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에서 시스템에 액세스합니다. 각 Cisco UCS Manager에서 최대 48개의 로컬 사용자 계정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 계정에는 고유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계정에서 SSH 공개 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 키는 OpenSSH 또는 SECSH의 2가지 형식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
각 Cisco UCS domain에는 관리자 계정이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기본 사용자 계정이며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계정은 시스템 관리자 또는 슈퍼유저 계정의 전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관
리자 계정에는 기본 비밀번호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초기 시스템 설정 중에 비밀번호를 선택해야 합
니다.
관리자 계정은 항상 활성 상태이며 만료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계정을 비활성 상태로 구성할 수 없습
니다.
로컬 인증 사용자 계정
로컬 인증 사용자 계정은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직접 인증되며 admin 또는 aaa 권한이 있는 누구라
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로컬 사용자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비활성화된 로컬 사용자 계정의 컨피그레이션 세부 사항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비활성화된 로컬 사용자 계정을 다시 활성화할 경우 그 계정은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기존 컨피그레이션으로 활성화됩니다.
원격 인증 사용자 계정
원격 인증 사용자 계정은 LDAP, RADIUS 또는 TACACS+를 통해 인증되는 모든 사용자 계정을 가리
킵니다.
사용자가 로컬 사용자 계정과 원격 사용자 계정을 동시에 유지할 경우 로컬 사용자 계정에 정의된 역
할이 원격 사용자 계정의 역할을 재정의합니다.
사용자 계정 만료
미리 정의된 시간에 만료하도록 사용자 계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료 시간이 되면 사용자 계정은
비활성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계정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용자 계정에 만료일을 구성한 후에는 계정이 만료되지 않게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
택 가능한 최신 만료일을 사용하도록 계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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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사용자 이름에 대한 지침
사용자 이름은 Cisco UCS Manager의 로그인 ID로도 사용됩니다. Cisco UCS 사용자 계정에 로그인 ID
를 지정할 때 다음 지침 및 제한을 고려하십시오.
• 로그인 ID는 1자 ~ 32자이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영문자
◦ 모든 숫자
◦ _(밑줄)
◦ -(대시)
◦ . (점)
• 로그인 ID는 Cisco UCS Manager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로그인 ID는 영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숫자 또는 특수 문자(예: 밑줄)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 로그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전부 숫자로 된 로그인 ID를 만들 수 없습니다.
• 사용자 계정을 만든 후에는 로그인 ID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고 새로 만
들어야 합니다.

예약어: 로컬 인증 사용자 계정
Cisco UCS에서 로컬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때 다음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root
• bin
• daemon
• adm
• lp
• sync
• shutdown
• halt
• news
• uucp
• operator
•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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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pher
• nobody
• nscd
• mailnull
• mail
• rpcuser
• rpc
• mtsuser
• ftpuser
• ftp
• man
• sys
• samdme
• debug

Cisco UCS 비밀번호 지침
각 로컬 인증 사용자 계정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admin 또는 aaa 권한의 사용자가 사용자 비밀
번호에 대해 비밀번호 강도 검사를 수행하도록 Cisco UCS Manager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컬 인증 사용자에 대한 비밀번호 강도
검사에서 Cisco UCS Manager이 다음 요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비밀번호를 거부합니다.
• 8자 이상, 80자 이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3개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 소문자
◦ 대문자
◦ 숫자
◦ 특수 문자
• aaabbb와 같이 한 문자가 3번 이상 연속적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 이름 또는 사용자 이름의 역순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 비밀번호 사전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가 표준 사전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는 안 됩니다.
• $(달러 기호), ?(물음표), =(등호) 기호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로컬 사용자 및 관리자 계정에서는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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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에 대한 웹 세션 한도
Cisco UCS Manager에서는 웹 세션 한도를 사용하여 어떤 사용자 계정이 임의의 시점에 액세스할 수
있는 웹 세션(GUI 및 XML) 수를 제한합니다.
각 Cisco UCS Manager 도메인은 사용자당 최대 32개의 동시 웹 세션을, 총 256개의 사용자 세션을 지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Cisco UCS Manager에서 허용하는 동시 웹 세션 수는 사용자당 32개이지만 이
값은 시스템 최대값인 256개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역할
사용자 역할은 그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작업을 정의하는 권한을 하나 이상 포함합니다. 각 사용자에
게 하나 이상의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역할을 가진 사용자는 지정된 모든 역할의 통합 권
한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Role1은 스토리지 관련 권한을, Role 2는 서버 관련 권한을, Role1 및 Role 2
를 갖춘 사용자는 스토리지 관련 권한과 서버 관련 권한을 모두 갖습니다.
Cisco UCS domain은 기본 사용자 역할을 포함하여 최대 48개의 사용자 역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초 48개를 넘어 사용자 역할을 구성하면 승인되지만 비활성 상태이며 오류가 발생합니다.
모든 역할은 Cisco UCS domain의 모든 컨피그레이션 설정에 대한 읽기 액세스를 포함합니다. 읽기
전용 역할의 사용자는 시스템 상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역할을 생성, 수정(새 권한을 추가하거나 기존 권한을 제거),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수정할 경우
새 권한은 그 역할의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권한 지정은 기본 역할에 대해 정의된 권한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커스텀 권한 모음을 사용하여 고유한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서버 관리자와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은 서로 다른 권한 모음을 갖지만 양쪽 역할의 권한을 통합
적으로 갖는 서버 및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 사용자에게 지정된 후 삭제된다면 사용자 계정에서도 삭제됩니다.
AAA 서버(RADIUS 또는 TACACS+)의 사용자 프로필을 수정하여 그 사용자에게 주어진 권한에 부
합하는 역할을 추가합니다. 특성은 역할 정보를 저장합니다. AAA 서버는 요청과 함께 이 특성을 반
환하며 구문 분석으로 역할을 확인합니다. LDAP 서버는 사용자 프로필 특성의 형태로 역할을 반환
합니다.

참고

로컬 사용자 계정 및 원격 사용자 계정에 동일한 사용자 이름이 있을 경우 원격 사용자에 지정된
모든 역할은 로컬 사용자에게 지정된 역할에 의해 재정의됩니다.

기본 사용자 역할
시스템에는 다음 기본 사용자 역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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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관리자
사용자, 역할, AAA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읽기 액
세스.
관리자
전체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기본 관리자 계정은 기본적으로 이 역할을 지
정받으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설 관리자
전력 관리 권한을 통해 전력 관리 작업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읽기
액세스.
네트워크 관리자
패브릭 인터커넥트 인프라 및 네트워크 보안 작업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나머지 시스템
에 대한 읽기 액세스.
운영
syslog 서버, 오류 등 시스템 로그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읽기 액세
스.
읽기 전용
시스템 상태를 수정할 권한이 없는,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서버 컴퓨팅
서비스 프로필의 대부분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그러나 사용자가 vNIC 또는 vHBA를 생
성,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서버 장비 관리자
물리적 서버 관련 작업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읽기 액세스.
서버 프로필 관리자
논리 서버 관련 작업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읽기 액세스.
서버 보안 관리자
서버 보안 관련 작업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읽기 액세스.
스토리지 관리자
스토리지 작업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읽기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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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어: 사용자 역할
다음 표현은 Cisco UCS에서 커스텀 역할을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 network-admin
• network-operator
• vdc-admin
• vdc-operator
• server-admin

권한
권한은 사용자 역할에 지정된 사용자에게 특정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및 특정 작업을 수
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권한 및 기본적으로 그 권한이 부여되는 사용자 역할을
소개합니다.

팁

이 권한 및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에 포함된 권한은 다음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0281/prod_technical_reference_
list.html에서 확인하십시오.
표 8: 사용자 권한

권한

설명

기본 역할 지정

aaa

시스템 보안 및 AAA

AAA 관리자

admin

시스템 관리

관리자

ext-lan-config

외부 LAN 컨피그레이션

네트워크 관리자

ext-lan-policy

외부 LAN 정책

네트워크 관리자

ext-lan-qos

외부 LAN QoS

네트워크 관리자

ext-lan-security

외부 LAN 보안

네트워크 관리자

ext-san-config

외부 SAN 컨피그레이션

스토리지 관리자

ext-san-policy

외부 SAN 정책

스토리지 관리자

ext-san-qos

외부 SAN QoS

스토리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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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설명

기본 역할 지정

ext-san-security

외부 SAN 보안

스토리지 관리자

fault

경보 및 경보 정책

운영

운영

로그 및 스마트 콜 홈

운영

org-management

조직 관리

Operations

pod-config

포드 컨피그레이션

네트워크 관리자

pod-policy

포드 정책

네트워크 관리자

pod-qos

포드 QoS

네트워크 관리자

pod-security

포드 보안

네트워크 관리자

power-mgmt

전력 관리 작업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시설 관리자

read-only

읽기 전용 액세스

Read-Only

read-only는 권한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용자 역할에 부
여됩니다.
server-equipment

서버 하드웨어 관리

서버 장비 관리자

server-maintenance

서버 유지관리

서버 장비 관리자

server-policy

서버 정책

서버 장비 관리자

server-security

서버 보안

서버 보안 관리자

service-profile-compute

서비스 프로필 컴퓨팅

서버 컴퓨팅 관리자

service-profile-config

서비스 프로필 컨피그레이션

서버 프로필 관리자

service-profile-config-policy

서비스 프로필 컨피그레이션 정 서버 프로필 관리자
책

service-profile-ext-access

서비스 프로필 엔드포인트 액세 서버 프로필 관리자
스

service-profile-network

서비스 프로필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자

service-profile-network-policy

서비스 프로필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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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설명

기본 역할 지정

service-profile-qos

서비스 프로필 QoS

네트워크 관리자

service-profile-qos-policy

서비스 프로필 QoS 정책

네트워크 관리자

service-profile-security

서비스 프로필 보안

서버 보안 관리자

service-profile-security-policy

서비스 프로필 보안 정책

서버 보안 관리자

service-profile-server

서비스 프로필 서버 관리

서버 프로필 관리자

service-profile-server-oper

서비스 프로필 사용자

서버 프로필 관리자

service-profile-server-policy

서비스 프로필 풀 정책

서버 보안 관리자

service-profile-storage

서비스 프로필 스토리지

스토리지 관리자

service-profile-storage-policy

서비스 프로필 스토리지 정책

스토리지 관리자

사용자 로캘
하나 이상의 로캘에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로캘은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하나 이상
의 조직(도메인)을 정의합니다. 모든 조직의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무제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없는 로캘을 제외하고 로캘에 지정된 조직으로 액세스가 제한됩니다.
Cisco UCS domain은 최대 48개의 사용자 로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초 48개를 넘어 사용자 로캘을
구성하면 승인되지만 비활성 상태이며 오류가 발생합니다.
admin, aaa 권한의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로캘에 조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 지정은 조직을
지정하는 사용자의 로캘에 있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로캘이 Engineering 조직만 포함
할 경우 이 로캘에 지정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Engineering 조직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다음 권한 중 하나 이상을 갖는 사용자에게 로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aaa
• admin
• fault
• operations
조직은 계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조직에 지정된 사용자는 자동으로 그 모든 하위 조직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ngineering 조직에 Software Engineering 조직과 Hardware
Engineering 조직이 있습니다. Software Engineering 조직만 포함한 로캘은 이 조직에 속한 시스템 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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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ngineering 조직을 포함하는 로캘은 Software Engineering 및
Hardware Engineering 조직 모두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역할 구성
사용자 역할 만들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Role(역할 생성)을 선택합
니다.
또한 Roles(역할)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계 4

Create Role(역할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이 사용자 역할에 대한 사용자 정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Privileges(권한) 목록 상자

시스템에 정의된 권한의 목록.
권한을 클릭하면 설명이 표시됩니다. 선택된 사용자에게 그 권한
을 부여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Help(도움말) 섹션
Description(설명) 필드

단계 5

Privileges(권한) 목록 상자에서 클릭한 최근 권한에 대한 설명.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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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역할에 권한 추가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Roles(역할)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권한을 추가하려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단계 5

General(일반) 탭에서 역할에 추가할 권한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역할에서 권한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Roles(역할)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권한을 제거할 역할을 선택합니다.

단계 5

General(일반) 탭에서 역할에서 제거할 권한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역할 삭제
사용자 역할을 삭제하면 Cisco UCS Manager는 그 역할이 지정되었던 모든 사용자 계정에서 역할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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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Roles(역할)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역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Delete(삭제)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로캘 구성
로캘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로캘을 생성하려면 하나 이상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ocales(로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a Locale(로캘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Locale(로캘 생성)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Name(이름) 필드에 로캘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
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b)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5

Assign Organizations(조직 지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Organizations(조직) 영역을 확장하여 Cisco UCS domain의 조직을 표시합니다.
b)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하여 하위 조직을 확인합니다.
c) 로캘에 지정할 조직을 클릭합니다.
d) Organizations(조직) 영역의 조직을 끌어 오른쪽 디자인 영역에 놓습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192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구성
로캘에 조직 지정

e) 필요한 모든 조직을 로캘에 지정할 때까지 b 및 c 단계를 반복합니다.
단계 6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하나 이상의 사용자 계정에 로캘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컬 인증 사용자 계정에 지정된 로캘
변경, 19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로캘에 조직 지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ocales(로캘) 노드를 확장하고 조직을 추가할 로캘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Organizations(조직) 영역의 테이블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단계 6

Assign Organizations(조직 지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Organizations(조직) 영역을 확장하여 Cisco UCS domain의 조직을 표시합니다.
b)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하여 하위 조직을 확인합니다.
c) 로캘에 지정할 조직을 클릭합니다.
d) Organizations(조직) 영역의 조직을 끌어 오른쪽 디자인 영역에 놓습니다.
e) 필요한 모든 조직을 로캘에 지정할 때까지 b 및 c 단계를 반복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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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캘에서 조직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ocales(로캘) 노드를 확장하고 조직을 삭제할 로캘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Organizations(조직) 영역에서 로캘에서 삭제할 조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
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로캘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ocales(로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로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로컬 인증 사용자 계정 구성
사용자 계정 만들기
최소한 다음 사용자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버 관리자 계정
• 네트워크 관리자 계정
• 스토리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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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 후 Cisco UCS Manager GUI에서 계정 필드 중 하나라고 변경할 경우 비밀번
호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이 다음 중 하나라도 포함할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원격 인증 서비스 - 사용자가 알맞은 역할 및 권한으로 원격 인증 서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조직과의 멀티테넌시 - 하나 이상의 로케일을 만듭니다. 로케일이 하나도 없을 경우 모든 사용
자가 루트에서 만들어지고 모든 조직에서 역할 및 권한을 갖습니다.
• SSH 인증 - SSH 키를 가져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User(사용자 생성)를 선택
하여 User Properties(사용자 속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Locally Authenticated Users(로컬 인증 사용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이 옵션에 액세
스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4

사용자에 대한 필수 정보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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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Login ID(로그인 ID) 필드

계정 로그인에 사용하는 계정 이름. 이 계정은 고유하고 Cisco UCS
Manager 사용자 계정의 다음 지침 및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로그인 ID는 1자 ~ 32자이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영문자
◦ 모든 숫자
◦ _(밑줄)
◦ -(대시)
◦ . (점)
• 로그인 ID는 Cisco UCS Manager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로그인 ID는 영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숫자 또는 특수 문자
(예: 밑줄)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 로그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전부 숫자로 된 로그인 ID를 만들 수 없습니다.
• 사용자 계정을 만든 후에는 로그인 ID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자를 저장하면 로그인 ID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계정
을 삭제하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First Name(이름) 필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최대 32자입니다.

Last Name(성) 필드

사용자의 성입니다. 최대 32자입니다.

Email(이메일) 필드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Phone(전화) 필드

사용자의 전화 번호.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196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구성
사용자 계정 만들기

이름

설명

Password(비밀번호) 필드

이 계정의 비밀번호. 비밀번호 강도 검사가 활성화된 경우 사용자
의 비밀번호는 강력해야 합니다. Cisco UCS Manager는 다음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비밀번호를 거부합니다.
• 8자 이상, 80자 이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3개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 소문자
◦ 대문자
◦ 숫자
◦ 특수 문자
• aaabbb와 같이 한 문자가 3번 이상 연속적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 이름 또는 사용자 이름의 역순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 비밀번호 사전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
가 표준 사전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 $(달러 기호), ?(물음표), =(등호) 기호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
다.
• 로컬 사용자 및 관리자 계정에서는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Confirm Password(비밀번호 확 확인을 위해 두 번째로 입력하는 비밀번호.
인) 필드
Account Status(계정 상태) 필드 상태가 Active로 설정된 경우 사용자는 로그인 ID 및 비밀번호로
Cisco UCS Manager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Account Expires(계정 만료) 확
인란

선택하면 Expiration Date(만료일) 필드에 지정된 날짜가 지나면
이 계정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Expiration Date(만료일) 필드

사용자 계정에 만료일을 구성한 후에는 계정이 만료되지
않게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 가능한 최신 만
료일을 사용하도록 계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만료되는 날. yyyy-mm-dd 형식이어야 합니다.
필드 끝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달력을 표시하고 날짜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Account Expires(계정 만료) 확인란을 선택하면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이 필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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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Roles(역할)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상자를 선택하여 사용자 계정에 역할 및 권한을 지정합니다.
참고
admin 또는 aaa 역할의 사용자에게 로케일을 지정하지 마십시
오.

단계 6

(선택 사항) 시스템에 조직이 포함될 경우 Locales(로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알맞은 로캘에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단계 7

SSH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a) Type(유형) 필드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 Password Required—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Key—로그인 시 SSH 암호화가 사용됩니다.
b) Key(키)를 선택할 경우 SSH data(SSH 데이터) 필드에 SSH 키를 입력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로컬 인증 사용자에 대해 비밀번호 강도 확인 활성화
비밀번호 강도 검사를 활성화하려면 admin 또는 aaa 권한의 사용자여야 합니다. 비밀번호 강도 검사
가 활성화된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사용자가 강력한 비밀번호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비밀번호
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ocally Authenticated Users(로컬 인증 사용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의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Password Strength Check(비밀번호 강도 검사) 확인란
을 선택합니다.

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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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Manager GUI 사용자에 대한 웹 세션 한도 설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 > Communication Services(통
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eb Session Limits(웹 세션 한도)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Maximum Sessions Per User(사 각 사용자에게 허용된 동시 HTTP 및 HTTPS 세션의 최대 개수.
용자당 최대 세션) 필드
1 ~ 256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Maximum Sessions(최대 세션)
필드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에게 허용된 동시 HTTP 및 HTTPS 세션의
최대 개수.
1 ~ 256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로컬 인증 사용자 계정에 지정된 로캘 변경
참고

admin 또는 aaa 역할의 사용자에게 로케일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 >
Locally Authenticated Users(로컬 인증 사용자)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수정할 사용자 계정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Locales(로캘)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사용자 계정에 새 로캘을 지정하려면 해당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199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구성
로컬 인증 사용자 계정에 지정된 역할 변경

• 사용자 계정에서 로캘을 제거하려면 해당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로컬 인증 사용자 계정에 지정된 역할 변경
사용자 역할 및 권한의 변경은 사용자가 다음에 로그인할 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새
역할을 지정하거나 사용자 계정의 기존 역할을 삭제할 경우 활성 세션에서는 기존의 역할 및 권한을
유지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 >
Locally Authenticated Users(로컬 인증 사용자)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수정할 사용자 계정을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Roles(역할)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사용자 계정에 새 역할을 지정하려면 해당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계정에서 역할을 제거하려면 해당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 활성화
로컬 사용자 계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admin 또는 aaa 권한의 사용자여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로컬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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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 >
Locally Authenticated Users(로컬 인증 사용자)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활성화할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count Status(계정 상태) 필드에서 active(활성)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 비활성화
로컬 사용자 계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admin 또는 aaa 권한의 사용자여야 합니다.

참고

Cisco UCS Manager GUI에서 비활성화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이 계정이 다시 활성화
된 후에 사용자가 이 변경된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계정이 활성화된 후에 필
수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 >
Locally Authenticated Users(로컬 인증 사용자)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비활성화할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count Status(계정 상태) 필드에서 inactive(비활성)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리자 사용자 계정은 항상 활성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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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인증 사용자에 대한 비밀번호 기록 지우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 >
Locally Authenticated Users(로컬 인증 사용자)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비밀번호 기록을 지울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Clear Password History(비밀번호 기록 지우기)을 클릭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로컬 인증 사용자 계정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ocally Authenticated Users(로컬 인증 사용자)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사용자 계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Delete(삭제)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로컬 인증 사용자에 대한 비밀번호 프로필
비밀번호 프로필은 Cisco UCS Manager의 모든 로컬 인증 사용자의 비밀번호 기록 및 비밀번호 변경
간격 속성을 포함합니다. 로컬 인증 사용자에 대해 다른 비밀번호 프로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비밀번호 프로필 속성을 변경하려면 admin 또는 aaa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번호 기록을 제외
하고 이 속성은 admin 또는 aaa 권한의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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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기록 수
비밀번호 기록 수는 로컬 인증 사용자가 동일한 비밀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비밀번호 기록
수를 구성하면 Cisco UCS Manager에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15개까지 저장합니다. 비밀번
호 기록 수는 시간 역순입니다. 즉 최근 비밀번호가 첫 번째로 오므로 기록 수 임계값에 도달하면 가
장 오래된 비밀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비밀번호 기록 수에 구성된 개수의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사용한 후에 비밀번호를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 기록 수를 8로 설정할 경우 사용자는 9번째 비밀번호가 만료될
때까지 1번째 비밀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밀번호 기록 수는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비밀번호 기록을 비활성화하므로
사용자가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를 언제라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인증 사용자의 비밀번호 기록 수를 지우고 이전 비밀번호의 재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간격
비밀번호 변경 간격을 통해 로컬 인증 사용자가 일정 시간 내에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비밀번호 변경 간격에 대한 2가지 간격 컨피그레이션 옵션을 설
명합니다.
간격 컨피그레이션

설명

예

비밀번호 변경 허용 안
함

비밀번호 변경 후 지정된 시간 내에 예를 들어 비밀번호 변경 후 48시간
는 로컬 인증 사용자의 비밀번호 변 내에 변경할 수 없게 하려면 다음 옵
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션을 설정합니다.
변경 불가 간격을 1시간 ~ 745시간으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경 불가 간격은 24시간입니다.

변경 간격 내에서 비밀
번호 변경 허용

• 변경 지속 간격 - 비활성화
• 변경 불가 간격 - 48

미리 정의된 간격 내에서 로컬 인증 예를 들어 비밀번호 변경 후 24시간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변경될 수 있 내에 최대 1번의 변경을 허용하려면
는 최대 횟수를 지정합니다.
다음 옵션을 설정합니다.
변경 간격을 1시간 ~ 745시간으로,
변경 최대 횟수를 0 ~ 10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컬 인증
사용자는 48시간 간격 내에 최대 2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지속 간격 - 활성화
• 변경 수 - 1
• 변경 간격 - 24

변경 간격에 대해 최대 비밀번호 변경 횟수 구성
비밀번호 프로필 속성을 변경하려면 admin 또는 aaa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번호 기록을 제외하
고 이 속성은 admin 또는 aaa 권한의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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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ocally Authenticated Users(로컬 인증 사용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Password Profile(비밀번호 프로필)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hange During Interval(사이에 변경) 필드에서 Enable(활성)을(를) 클릭합니다.
b) Change Count(변경 수) 필드에서 로컬 인증 사용자가 변경 간격에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최대 횟수.을(를) 입력합니다.
0 ~ 10의 어떤 값이든 가능합니다.
c) Change Interval(변경 간격) 필드에서 Change Count(변경 횟수) 필드에 지정된 비밀번호 변경 횟
수가 적용될 최대 기간(시간).을(를) 입력합니다.
1시간 ~ 745시간의 어떤 값이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필드가 48로 설정되었고 Change Count(변경 횟수) 필드가 2로 설정된 경우 로컬 인
증 사용자는 48시간 동안 비밀번호를 2회 이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비밀번호에 대해 변경 간격 없음 구성
비밀번호 프로필 속성을 변경하려면 admin 또는 aaa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번호 기록을 제외하
고 이 속성은 admin 또는 aaa 권한의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ocally Authenticated Users(로컬 인증 사용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Password Profile(비밀번호 프로필)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hange During Interval(사이에 변경) 필드에서 Disable(비활성)을(를) 클릭합니다.
b) No Change Interval(변경 불가 간격) 필드에서 로컬 인증 사용자가 새로 생성된 비밀번호를 변경
하려는 경우 기다려야 하는 기간(시간).을(를) 입력합니다.
1시간 ~ 745시간의 어떤 값이든 가능합니다.
이 간격은 Change During Interval(사이에 변경) 속성이 Disable(비활성)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무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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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기록 수 구성
비밀번호 프로필 속성을 변경하려면 admin 또는 aaa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ocally Authenticated Users(로컬 인증 사용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Password Profile 영역에 로컬 인증 사용자가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를 History Count(기록 수) 필드
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생성해야 하는 고유 비밀번호 수를 입력합니다.
0 ~ 15의 어떤 값이든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History Count(기록 수) 필드는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록 수를 비활성화하므로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를 언제라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세션 모니터링
로컬 인증 사용자 및 원격 인증 사용자 모두에 대해 Cisco UCS Manager 세션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
다. CLI 또는 GUI를 통해 로그인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Sessions(세션) 탭을 클릭합니다.
이 탭은 사용자 세션에 대한 다음 세부 사항을 표시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열

세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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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User(사용자) 열

세션에 참여하는 사용자 이름.

Fabric ID(패브릭 ID) 열

사용자가 세션을 위해 로그인한 패브릭 인터커넥트.

Login Time(로그인 시간) 열

세션이 시작한 날짜와 시간.

Refresh Period(새로고침 기간)
열

웹 클라이언트가 Cisco UCS Manager에 연결할 때 Cisco UCS
Manager에 새로고침 요청을 보내는 방법으로 웹 세션을 활성 상태
로 유지합니다. 이 옵션은 이 도메인의 사용자에 대한 새로고침 요
청의 최대 간격을 지정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웹 세션을 비활성 상
태로 간주하지만 종료하지는 않습니다.

Session Timeout(세션 시간 초과) 마지막 새로고침 요청 후 Cisco UCS Manager에서 웹 세션을 비활
열
성 상태로 간주할 때까지 경과할 수 있는 최대 시간. 이 한도를 초
과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자동으로 웹 세션을 종료합니다.
Terminal Type(터미널 유형) 열 사용자가 로그인한 터미널의 종류.
Host(호스트) 열

사용자가 로그인한 IP 주소.

Current Session(현재 세션) 열

이 열에서 Y를 표시할 경우 해당 사용자 세션이 현재 활성 상태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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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서버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Cisco UCS의 DNS 서버, 207 페이지
• DNS 서버 추가, 208 페이지
• DLP 서버 삭제, 208 페이지

Cisco UCS의 DNS 서버
시스템에서 호스트 이름에 대한 이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외부 DNS 서버를 Cisco UCS domain
각각에 대해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NS 서버를 구성하지 않으면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설
정을 구성할 때 www.cisco.com과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버의 IP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
다. IPv4 또는 IPv6 주소일 수 있습니다. 각 Cisco UCS domain에 대해 최대 4개의 DNS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여러 DNS 서버를 구성할 경우 임의의 순서로만 서버를 검색합니다.. 로컬 관리 명령에서 DNS 서
버 조회가 필요할 경우 임의의 순서대로 3개의 DNS 서버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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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서버 추가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DNS Management(DNS 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DNS Server(DNS 서버) 영역에서 +를 클릭합니다.

단계 6

Specify DNS Server(DNS 서버 지정) 대화 상자에서 DNS 서버의 IPv4 또는 IPv6 주소를 입력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DLP 서버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DNS Management(DNS 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DNS Server(DNS 서버) 영역에서 삭제할 DNS 서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
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7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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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련 정책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섀시/FEX 검색 정책 구성, 209 페이지
• 섀시 연결 정책 구성, 212 페이지
• 랙 서버 검색 정책 구성, 213 페이지
• MAC 주소 테이블의 에이징 타임 구성, 214 페이지

섀시/FEX 검색 정책 구성
섀시/FEX 검색 정책
섀시/FEX 검색 정책은 새 섀시 또는 FEX를 추가할 때의 시스템 응답을 결정합니다. Cisco UCS Manager
에서는 섀시/FEX 검색 정책의 설정을 사용하여 섀시 또는 FEX와 패브릭 인터커넥트 간의 링크 수 최
소 임계값을 결정하고 IO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연결하는 링크를 패브릭 포트 채널에서 그룹화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섀시 링크
섀시 중 일부가 1개 링크, 2개 링크, 4개 링크, 8개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Cisco UCS domain에서는 도
메인의 최소 링크 수에 대해 섀시/FEX 검색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Cisco UCS Manager
가 모든 섀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팁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여러 유형의 IO 모듈에 연결어 있고 여기서 지원하는 최대 링크 수도 저마
다 다른 Cisco UCS domain에서 가능한 최고의 섀시 연결을 설정하려면 플랫폼 최대값을 선택합
니다. 플랫폼 최대값으로 설정하면 Cisco UCS Manager에서는 IO 모듈당 IOM 업링크에서 지원되
는 최대 개수가 연결된 경우에만 섀시(연결 및 서버 포함)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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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검색이 끝나면 더 많은 수의 링크를 위해 연결된 섀시를 재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섀시가 모든 가용 링크를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섀시/FEX 검색 정책에 구성된 것보다 적은 수의 링크에 대해 연결된 섀시
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섀시/FEX 검색 정책이 링크 4개로 구성된 경우 Cisco UCS Manager
는 링크 1개 또는 2개에 대해 연결된 어떤 섀시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섀시를 재승인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섀시/FEX 검색 정책이 다중 섀시 Cisco UCS domain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표 9: 섀시/FEX 검색 정책과 섀시 링크

섀시에 대해
연결된 링크
수

1링크 검색 정 2링크 검색 정 4링크 검색 정 8링크 검색 정책
책
책
책

IOM과 패브
릭 인터커넥
트 간 링크 1
개

Cisco UCS
Manager가 섀
시를 검색하
여 링크 1개에
연결된 섀시
로 Cisco UCS
domain에 추
가합니다.

섀시 연결 및
서버는 Cisco
UCS Manager
에서 검색할
수 없으므로
Cisco UCS
domain에 추
가되지 않습
니다.

섀시 연결 및
서버는 Cisco
UCS Manager
에서 검색할
수 없으므로
Cisco UCS
domain에 추
가되지 않습
니다.

섀시 연결 및 서버
는 Cisco UCS
Manager에서 검색
할 수 없으므로
Cisco UCS domain
에 추가되지 않습
니다.

섀시 연결 및 서버
는 Cisco UCS
Manager에서 검색
할 수 없으므로
Cisco UCS domain
에 추가되지 않습
니다.

IOM과 패브
릭 인터커넥
트 간 링크 2
개

Cisco UCS
Manager가 섀
시를 검색하
여 링크 1개에
연결된 섀시
로 Cisco UCS
domain에 추
가합니다.

Cisco UCS
Manager가 섀
시를 검색하
여 링크 2개에
연결된 섀시
로 Cisco UCS
domain에 추
가합니다.

섀시 연결 및
서버는 Cisco
UCS Manager
에서 검색할
수 없으므로
Cisco UCS
domain에 추
가되지 않습
니다.

섀시 연결 및 서버
는 Cisco UCS
Manager에서 검색
할 수 없으므로
Cisco UCS domain
에 추가되지 않습
니다.

섀시 연결 및 서버
는 Cisco UCS
Manager에서 검색
할 수 없으므로
Cisco UCS domain
에 추가되지 않습
니다.

초기 검색이
끝나면 섀시
를 재승인합
니다. Cisco
UCS Manager
는 추가 링크
를 인식하고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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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에 대해
연결된 링크
수

1링크 검색 정 2링크 검색 정 4링크 검색 정 8링크 검색 정책
책
책
책

IOM과 패브
릭 인터커넥
트 간 링크 4
개

Cisco UCS
Manager가 섀
시를 검색하
여 링크 1개에
연결된 섀시
로 Cisco UCS
domain에 추
가합니다.

Cisco UCS
Manager가 섀
시를 검색하
여 링크 2개에
연결된 섀시
로 Cisco UCS
domain에 추
가합니다.

초기 검색이
끝나면 섀시
를 재승인합
니다. Cisco
UCS Manager
는 추가 링크
를 인식하고
사용합니다.

초기 검색이
끝나면 섀시
를 재승인합
니다. Cisco
UCS Manager
는 추가 링크
를 인식하고
사용합니다.

Cisco UCS
Manager가 섀
시를 검색하
여 링크 1개에
연결된 섀시
로 Cisco UCS
domain에 추
가합니다.

Cisco UCS
Manager가 섀
시를 검색하
여 링크 2개에
연결된 섀시
로 Cisco UCS
domain에 추
가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섀시를 검색
하여 링크 4개
에 연결된 섀
시로 Cisco
UCS domain에
추가합니다.

초기 검색이
끝나면 섀시
를 재승인합
니다. Cisco
UCS Manager
는 추가 링크
를 인식하고
사용합니다.

초기 검색이
끝나면 섀시
를 재승인합
니다. Cisco
UCS Manager
는 추가 링크
를 인식하고
사용합니다.

초기 검색이
끝나면 섀시
를 재승인합
니다. Cisco
UCS Manager
는 추가 링크
를 인식하고
사용합니다.

IOM과 패브
릭 인터커넥
트 간 링크 8
개

Cisco UCS
Manager가 섀
시를 검색하
여 링크 4개에
연결된 섀시
로 Cisco UCS
domain에 추
가합니다.

섀시 연결 및 서버
는 Cisco UCS
Manager에서 검색
할 수 없으므로
Cisco UCS domain
에 추가되지 않습
니다.

플랫폼 최대값 검
색 정책
IOM에 4개의 링크
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가 섀시를
검색하여 링크 4
개에 연결된 섀시
로 Cisco UCS
domain에 추가합
니다.
IOM에 8개의 링크
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모든
섀시를 검색하지
는 않습니다.

Cisco UCS
Manager가 섀시를
검색하여 링크 8
개에 연결된 섀시
로 Cisco UCS
domain에 추가합
니다.

Cisco UCS
Manager가 섀시를
검색하여 링크 8
개에 연결된 섀시
로 Cisco UCS
domain에 추가합
니다.

링크 그룹화
패브릭 포트 채널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링크 그룹화는 섀시 검색 과정에서
IOM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까지의 모든 링크를 패브릭 포트 채널로 그룹화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링크 그룹화 환경 설정이 포트 채널로 설정된 경우 IOM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까지의 모든 링크가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211

시스템 관련 정책 구성
섀시/FEX 검색 정책 구성

패브릭 포트 채널에 그룹화됩니다. 그룹 없음으로 설정될 경우 IOM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까지의
모든 링크가 패브릭 포트 채널에 그룹화되지 않습니다.
패브릭 포트 채널이 생성되면 링크 그룹 환경 설정을 변경하고 섀시를 재승인하는 방법으로 또는 포
트 채널에서 섀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링크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그룹화 환경 설정은 IOM 또는 FEX와 패브릭 인터커넥트 간의 링크 양쪽이 패브릭 포트 채
널을 지원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링크의 한쪽이 패브릭 포트 채널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 환
경 설정이 무시되고 링크가 포트 채널에서 그룹화되지 않습니다.

섀시/FEX 검색 정책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ies(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Chassis/FEX Discovery Policy 영역에서 작업 및 링크 그룹화 환경 설정을 지정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어떤 섀시에 대해 패브릭 포트 채널 연결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섀시 연결 정책을 구성합니다.

섀시 연결 정책 구성
섀시 연결 정책
섀시 연결 정책은 섀시 검색 후 특정 섀시가 패브릭 포트 채널에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정
책은 하나 이상의 섀시를 전역 섀시 검색 정책에 지정된 것과 다르게 구성하려는 사용자에게 유용합
니다. 섀시 연결 정책은 패브릭 인터커넥트별로 연결 모드를 다르게 하여 새시 연결에 관한 제어 레
벨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섀시 연결 정책은 전역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섀시가 새로 검색될 때 연결 제어가 구성
되며, 섀시 검색 정책에 구성된 설정을 사용합니다. 섀시가 검색되면 섀시 연결 정책에 따라 연결 제
어가 없음 또는 포트 채널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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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섀시 연결 정책은 Cisco UCS Manager에서 생성하며,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서 패브릭 포트 채
널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62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및 2200 시리즈 IOM만 이 기능을 지
원합니다. 기타 하드웨어 조합에서는 Cisco UCS Manager에서 섀시 연결 정책을 생성하지 않습니
다.

섀시 연결 정책 구성
섀시에 대한 연결 모드를 변경하면 VIF 네임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의

섀시의 연결 모드를 변경하면 섀시 재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트래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IOM과 패브릭 인터커넥트 간의 연결을 구성하려는 섀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Connectivity Policy(연결 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섀시의 각 IOM에 대해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에서 섀시 및 패브릭 연결을 위한 다음 값 중 하
나를 선택합니다.
• None(없음)—어떤 링크도 포트 채널에서 그룹화되지 않습니다.
• Port Channel(포트 채널)—IOM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까지의 모든 링크가 포트 채널에서 그룹
화됩니다.
• Global(전역)—섀시는 섀시 검색 정책으로부터 이 컨피그레이션을 상속받습니다. 이는 기본값
입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랙 서버 검색 정책 구성
랙 서버 검색 정책
랙 서버 검색 정책은 새 랙 마운트 서버를 추가할 경우의 시스템 응답을 결정합니다. Cisco UCS Manager
에서는 랙 서버 검색 정책의 설정을 사용하여 하드 디스크의 어떤 데이터를 스크럽할지 여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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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즉시 수행할지 아니면 명시적 사용자 승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
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제대로 케이블 연결이 되지 않고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연결되지 않은 랙
마운트 서버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지원되는 Cisco UCS 랙 마운트 서버를 Cisco UCS Manager와 통
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랙 마운트 서버 통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랙 서버 검색 정책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ies(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Rack Server Discovery Policy(랙 서버 검색 정책) 영역에서 새로운 랙 서버가 추가될 때 수행할 작업
및 스크럽 정책을 지정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MAC 주소 테이블의 에이징 타임 구성
MAC 주소 테이블의 에이징 타임
포트 간의 효율적인 패킷 스위칭을 위해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MAC 주소 테이블을 유지합니다. 수신
한 패킷의 MAC 소스 주소 및 패킷을 학습한 포트를 사용하여 MAC 주소 테이블을 동적으로 구성합
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는 구성 가능한 에이징 타이머로 정의되는 에이징 메커니즘을 사용하
여 MAC 주소 테이블에서 항목이 유지되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어떤 주소가 지정된 시간(초)에 비활
성 상태일 경우 MAC 주소 테이블에서 제거됩니다.
MAC 주소 항목(MAC 주소 및 그 포트)이 MAC 주소 테이블에 유지되는 기간(수명)을 구성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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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주소 테이블의 에이징 타임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ies(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MAC Address Table Aging 영역에서 에이징 타임과 시간을 지정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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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라이센스 관리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라이센스, 217 페이지
• C-Direct Rack 라이센싱 지원, 219 페이지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호스트 ID 얻기, 220 페이지
• 라이센스 얻기, 220 페이지
•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라이센스 다운로드, 221 페이지
• 원격 위치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라이센스 다운로드, 222 페이지
• 라이센스 설치, 223 페이지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설치된 라이센스 보기, 223 페이지
• 포트 또는 기능에 대한 유예 기간 확인, 224 페이지
• 라이센스 만료일 확인, 224 페이지
• 라이센스 제거, 224 페이지

라이센스
각 Cisco UCS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여러 포트 라이센스가 공장에서 설치되어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
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전체 라이센스 또는 부분 라이센스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각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최소한 다음 카운티드 라이센스가 미리 설치된 형태로 공급됩니다.
• Cisco UCS 6120XP 패브릭 인터커넥트—Cisco UCS Manager에서 활성화되는 처음 8개 이더넷
포트 및 확장 모듈의 모든 파이버 채널 포트에 대한 라이센스가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 Cisco UCS 6140XP 패브릭 인터커넥트—Cisco UCS Manager에서 활성화되는 처음 16개 이더넷
포트 및 확장 모듈의 모든 파이버 채널 포트에 대한 라이센스가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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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CS 6248 패브릭 인터커넥트—Cisco UCS Manager에서 활성화되는 처음 12개 유니파이
드 포트에 대한 라이센스가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장 모듈은 8개 라이센스가 함께 제공되
는데, 이는 확장 모듈이나 기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6296 패브릭 인터커넥트—Cisco UCS Manager에서 활성화되는 처음 18개 유니파이
드 포트에 대한 라이센스가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장 모듈은 8개 라이센스가 함께 제공되
는데, 이는 확장 모듈이나 기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6200 Series Fabric Interconnect 확장 모듈과 함께 제공되는 8개 기본 라이센스는 기본 모듈의 포트
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나, 확장 모듈이 제거되면 함께 이동합니다. 확장 모듈을 제거할
경우 기본 모듈에서 사용 중인 기본 확장 모듈 라이센스는 기본 모듈의 포트에서 제거되므로 라
이센스 없는 포트가 생기게 됩니다.
포트 라이센스 사용
포트 라이센스는 물리적 포트에 바인딩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있는 포트를 비활성화할 경우 그 라
이센스는 다음 활성 포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됩니다. 추가 고정 포트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 포
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모든 포트는 어떤 유형이든(파이버, 이더넷) 활성
화되면 라이센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

포트의 초기 컨피그레이션에서 포트를 활성화하면 라이센스를 사용합니다.

중요

라이센스는 제품 세대 간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61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에 대해 구매한 라
이센스를 62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의 포트 활성화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
찬가지입니다.

유예 기간
설치된 라이센스가 없는 포트를 사용하려는 경우 Cisco UCS에서는 120일의 유예 기간이 시작됩니다.
유예 기간은 라이센스 없이 포트를 처음 사용할 때 시작하고 유효한 라이센스 파일이 설치되면 중지
합니다. 유예 기간 중 사용 시간은 시스템에 보존됩니다.

참고

물리적 포트별로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단일 포트에서 유예 기간을 시작하더라도 모든 포트에서
유예 기간이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라이센스 있는 포트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라이센스는 유예 기간에 작동 중인 포트로 이전됩니다.
여러 포트가 유예 기간에 작동할 경우 라이센스는 유예 기간 만료일이 가장 가까운 포트로 이전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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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용성 컨피그레이션
페일오버 과정에서 불일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클러스터의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동일
개수의 포트에 대해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칭 상태에서 페일오버가 일어날 경우
Cisco UCS에서는 누락된 라이센스를 활성화하고 페일오버 노드에서 사용 중인 각 포트에 대해 유예
기간을 시작합니다.

C-Direct Rack 라이센싱 지원
각 Cisco UCS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기본 개수의 포트 라이센스가 공장에서 설치되어 하드웨어와 함
께 제공됩니다. C-direct 지원은 랙 서버에 연결된 포트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C-direct 기능을 구현
하려면 10Gig 라이센스를 사용 중이지만 랙 서버에 연결된 포트에만 적용되는 현재 상황에 포트를
추가하도록 새로운 라이센스 파일을 설치해야 합니다.
C-Direct 랙 라이센스 지원의 일환으로 ETH_PORT_C_ACTIVATION_PKG라는 새 라이센스가 기존
라이센스 패키지에 추가되며 이는 기존 라이센스 기능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Subordinate Quantity(부속 수량)라는 새 속성이 라이센스에 추가되어 ETH_PORT_ACTIVATION_PKG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랙 서버를 추적합니다.
새 라이센스 및 이 라이센스의 Subordinate Quantity(부속 수량)가 Cisco UCSM GUI의 License(라이
센스) 탭에 표시됩니다. CLI에서는 scope license의 show feature 및 show usage를 사용하여 라이센스
기능, 벤더 버전 유형, 라이센스별 유예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랙 서버가 사용 가능하거나 사용 중이 아닐 경우 기존 ETH_PORT_ACTIVATION_PKG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에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추가 ETH_PORT_C_ACTIVATION_PKG
를 구매해야 합니다.
컨피그레이션 및 제한
• C-Direct 랙 라이센싱 기능은 CIMC 포트에 연결되지 않고 FI에 직접 연결된 랙 서버 포트를 대상
으로 합니다. ETH_PORT_C_ACTIVATION_PKG의 기본 수량은 항상 0입니다.
ETH_PORT_ACTIVATION_PKG의 부속 포트 수량은 연결된 C-Direct 랙 유닛을 추적합니다.
• 어떤 포트가 아무런 연결 없이 서버 관리자로 활성화될 경우 풀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
주하고 ETH_PORT_ACTIVATION_PKG에서 기 사용 수량이 증가합니다. 랙 서버가 시차를 두
고 동일한 포트에 연결될 경우 ETH_PORT_ACTIVATION_PKG의 기 사용 수량이 감소하고 랙
서버의 기 사용 수량이 증가합니다.
• 포트를 활성화하고 랙을 연결하고 ETH_PORT_C_ACTIVATION_PKG 라이센스 파일을 설치할
경우, 해당 라이센스가 ETH_PORT_C_ACTIVATION_PKG에서 사용 가능하다면 기 사용 수량
이 증가합니다. 포트가 ETH_PORT_C_ACTIVATION_PKG에서 사용 불가할 경우 시스템에서는
해당 포트가 ETH_PORT_ACTIVATION_PKG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사용 가능하다면
이더넷 포트의 기 사용 수량이 증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direct의 기 사용 수량이 증가하고
전체 기능이 유예 기간에 들어갑니다.
• 포트를 활성화하고 랙을 연결하되 ETH_PORT_C_ACTIVATION_PKG 라이센스 파일을 설치하
지 않을 경우, 라이센스가 ETH_PORT_ACTIVATION_PKG에서 사용 가능하다면 부속 기 사용
수량이 증가합니다. 포트가 ETH_PORT_ACTIVATION_PKG에서 사용 불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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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_PORT_ACTIVATION_PKG 기능의 기 사용 수량이 증가하고 전체 기능이 유예 기간에 들
어갑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호스트 ID 얻기
호스트 ID는 일련 번호라고도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호스트 ID를 얻을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Properties(속성) 영역의 Serial Number(SN)(일련 번호) 필드에 호스트 ID가 나열됩니다.

다음에 할 작업
필요한 라이센스를 Cisco에서 얻습니다.

라이센스 얻기
참고

이 문서 출간 후 절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단계 중 하나 이상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경우
Cisco 담당자에게 라이센스 파일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호스트 ID 또는 일련 번호
• 패브릭 인터커넥트 또는 확장 모듈에 대한 라이센스 인증서 또는 기타 구매 증서

절차
단계 1

라이센스 인증서 또는 기타 구매 증서에 있는 PAK(product authorization key)를 확인합니다.

단계 2

라이센스 인증서 또는 기타 구매 증서에서 웹 사이트 URL을 찾습니다.

단계 3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위한 웹 사이트 URL로 이동하여 일련 번호와 PAK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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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라이센스 다운로드

Cisco에서 이메일로 라이센스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라이센스 파일은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요청상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Cisco UCS Manager에서 라이센스 파
일에 액세스하면 요청된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다음에 할 작업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라이센스를 설치합니다.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라이센스 다운
로드
참고

클러스터 설정에서는 매칭하는 쌍의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에 라이센스를 다운로드하고 설
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라이센스는 다운로드 실행에 사용하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만 다운
로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Cisco에서 얻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License Management(라이센스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라이센스를 다운로드할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Download Tasks(다운로드 작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Download License(라이센스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6

Download License(라이센스 다운로드) 대화 상자의 Location of the Image File(이미지 파일 위치) 필
드에서 Local File System(로컬 파일 시스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7

Filename(파일 이름) 필드에 라이센스 파일의 전체 경로 및 이름을 입력합니다.
라이센스 파일이 위치한 폴더의 정확한 경로를 모를 경우 Browse(찾아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파일로
이동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라이센스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합니다.

단계 9

(선택 사항) Download Tasks(다운로드 작업) 탭에서 다운로드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참고
Cisco UCS Manager에서 부트플래시의 공간 부족을 보고할 경우 Packages(패키지) 탭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번들을 삭제하여 공간을 확보합니다. 부트플래시의 가용 공간을 확인하려
면 Equipment(장비) 탭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이동하고 General(일반) 탭의 Local Storage
Information(로컬 스토리지 정보) 영역을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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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위치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라이센스 다운로드

단계 10 필요한 모든 라이센스가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다운로드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모든 다운로드 작업이 완료되면 라이센스를 설치합니다.

원격 위치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라이센스 다운로드
참고

클러스터 설정에서는 매칭하는 쌍의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에 라이센스를 다운로드하고 설
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라이센스는 다운로드 실행에 사용하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만 다운
로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Cisco에서 얻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License Management(라이센스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라이센스를 다운로드할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Download Tasks(다운로드 작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Download License(라이센스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6

Download License(라이센스 다운로드) 대화 상자의 Location of the Image File(이미지 파일 위치) 필
드에서 Remote File System(원격 파일 시스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7

프로토콜을 지정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고
IPv4 또는 IPv6 주소가 아닌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경우 에서 DNS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DNS 관리가 local로 설정
된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DNS 서버를 구성합니다.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어 있고 DNS 관리가 global로 설정된 경우 Cisco UCS Central에서 DNS 서버
를 구성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라이센스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합니다.

단계 9

(선택 사항) Download Tasks(다운로드 작업) 탭에서 다운로드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참고
Cisco UCS Manager에서 부트플래시의 공간 부족을 보고할 경우 Packages(패키지) 탭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번들을 삭제하여 공간을 확보합니다. 부트플래시의 가용 공간을 확인하려
면 Equipment(장비) 탭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이동하고 General(일반) 탭의 Local Storage
Information(로컬 스토리지 정보) 영역을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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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설치

단계 10 필요한 모든 라이센스가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다운로드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모든 다운로드 작업이 완료되면 라이센스를 설치합니다.

라이센스 설치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Cisco에서 얻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License Management(라이센스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Downloaded License Files(다운로드한 라이센스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설치할 라이센스를 테이블에서 선택합니다.

단계 5

Install License(라이센스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6

Install License(라이센스 설치) 대화 상자에서 Yes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 라이센스를 설치하고 라이센스 없던 포트 또는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설치된 라이센스 보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License Management(라이센스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Installed Licenses(설치된 라이센스) 탭을 클릭하여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설치된
모든 라이센스의 세부 사항을 표시합니다.

단계 4

테이블의 라이센스를 클릭하여 Contents(콘텐츠) 탭에서 라이센스의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개별 라이센스 파일의 세부 사항을 보려면 라이센스 파일을 확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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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또는 기능에 대한 유예 기간 확인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License Management(라이센스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테이블에서 기능을 클릭하여 작동 상태 및 사용한 유예 기간 등 기능의 세부 사항을 표시합니다.

라이센스 만료일 확인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License Management(라이센스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Installed Licenses(설치된 라이센스)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테이블의 라이센스를 클릭하여 아래의 Contents(콘텐츠) 탭에서 라이센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합니
다.

단계 5

Contents(콘텐츠) 탭에서 파일의 모든 라이센스를 표시하기 위해 라이센스 파일을 확장합니다.

단계 6

Expiry(만료) 열에서 라이센스의 만료일을 표시합니다.

라이센스 제거
참고

영구 라이센스는 사용 중일 경우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사용 중이 아닌 영구 라이센스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영구 라이센스의 삭제를 시도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그 요청을
거부하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Cisco UCS Manager 컨피그레이션을 백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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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관리
라이센스 제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License Management(라이센스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Installed Licenses(설치된 라이센스)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제거할 라이센스를 테이블에서 선택합니다.

단계 5

Clear License(라이센스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라이센스를 비활성화하고 라이센스 목록에서 제거하며 패브릭 인터커넥트
에서 삭제합니다. 포트가 라이센스 없음 모드로 바뀝니다. 클러스터 설정에서 다른쪽 패브릭 인터커
넥트의 라이센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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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관리
라이센스 제거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226

14

장

가상 인터페이스 관리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상 인터페이스, 227 페이지
• 가상 인터페이스 서브스크립션 관리 및 오류 처리, 228 페이지

가상 인터페이스
블레이드 서버 환경에서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구성 가능한 vNIC 및 vHBA 수는 어댑터 기능 및 어댑
터에서 사용 가능한 VIF(virtual interface) 네임 공간의 용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Cisco UCS에서는 VIF
네임 공간의 일부가 VIF라는 청크의 단위로 할당됩니다. 하드웨어에 따라 사전 정의된 포트별 기준
에 의거하여 최대 VIF 개수가 지정됩니다.
최대 VIF 개수는 하드웨어 기능 및 포트 연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성된 각 vNIC 또는 vHBA에 대해
두 VIF 중 하나가 지정됩니다. 독립형 vNIC 및 vHBA에서는 1개의 VIF를, 페일오버 vNIC 및 vHBA에
서는 2개를 사용합니다.
다음 변수는 블레이드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VIF 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구
성할 수 있는 vNIC 및 vHBA 개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지원되는 최대 VIF 수
•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케이블 연결 방식
• 패브릭 인터커넥트 및 IOM이 패브릭 포트 채널 모드에서 구성될 경우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서 지원되는 최대 VIF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프트웨어 릴리스의
Cisco UCS Manager에 대한 Cisco UCS 컨피그레이션 한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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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터페이스 관리
가상 인터페이스 서브스크립션 관리 및 오류 처리

가상 인터페이스 서브스크립션 관리 및 오류 처리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포트 채널에서 그룹화된 경우,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I/O 모듈에 연결하는 방식
이 바뀌면 블레이드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VIF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영향을
추적할 수 있도록 Cisco UCS Manager에서 다음 메트릭을 제공합니다.
•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최대 VIF 수
• 연결 유형
블레이드에서 사용 가능한 VIF의 수를 줄이도록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할 경우 UCS Manager는 경고
를 표시하고 계속할지 묻습니다. 여기에는 연결의 추가 또는 이동으로 VIF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
함한 여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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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Central에 Cisco UCS 도메인 등록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Cisco UCS 도메인 등록, 229 페이지
• Cisco UCS Manager과 Cisco UCS Central 간의 정책 결정, 230 페이지
• Cisco UCS Domain을 Cisco UCS Central에 등록 - , 231 페이지
• Cisco UCS Manager과 Cisco UCS Central 간의 정책 확인 수정 - , 232 페이지
• Cisco UCS Manager에서 Cisco UCS Central 등록 속성 설정, 233 페이지
• Cisco UCS Domain을 Cisco UCS Central에 등록 취소 - , 234 페이지

Cisco UCS 도메인 등록
Cisco UCS Central에서 데이터 센터의 Cisco UCS domains 중 일부 또는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Central에서 Cisco UCS domain을 관리하려면 그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 Cisco
UCS Central 및 Cisco UCS Manager에서 관리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Cisco UCS Central에서 모든 등록
된 Cisco UCS domains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정책 및 컨피그레이션을 관리하게 하거나 등록된 각
Cisco UCS domain에 대한 설정을 다르게 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domain을 Cisco UCS Central에 등록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합니다.
• Cisco UCS Manager 및 Cisco UCS Central 모두에서 NTP 서버와 정확한 표준 시간대를 구성하여
동기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Cisco UCS domain 및 Cisco UCS Central의 시간과 날짜가 동기화되
지 않으면 등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Central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 Cisco UCS Central 구축 시 구성한 공유 암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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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Central에 Cisco UCS 도메인 등록
Cisco UCS Manager과 Cisco UCS Central 간의 정책 결정

참고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된 도메인에서 Cisco UCS Manager가 사용하는 IP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
체할 수 없습니다. 이 IP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체해야 할 경우 먼저 Cisco UCS Central에서 도메인
을 등록 해제해야 합니다. IP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체한 후에 Cisco UCS domain을 재등록할 수 있
습니다.

Cisco UCS Manager과 Cisco UCS Central 간의 정책 결정
Cisco UCS Central에 등록하는 각 Cisco UCS domain에 대해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정책 및 컨
피그레이션 설정을 관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하는
모든 Cisco UCS domain에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책 및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결정하는 데 다음 옵션이 있습니다.
• Local(로컬)—Cisco UCS Manager에서 정책 또는 컨피그레이션을 결정하고 관리합니다.
• Global(전역)—Cisco UCS Central에서 정책 또는 컨피그레이션을 결정하고 관리합니다.
다음 표에는 Cisco UCS Manager 또는 Cisco UCS Central에서 관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및 컨피
그레이션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

설명

Infrastructure & Catalog
Firmware(인프라 및 카탈로그
펌웨어)

기능 카탈로그 및 인프라 펌웨어 정책이 로컬에서 정의되는지 아
니면 Cisco UCS Central에서 오는지 결정합니다.

Time Zone Management(시간대 날짜 및 시간이 로컬에서 정의되는지 아니면 Cisco UCS Central에
관리)
서 오는지 결정합니다.
Communication Services(통신
서비스)

HTTP, CIM XML, Telnet, SNMP, 웹 세션 한도, 관리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정책 설정이 로컬에서 정의되는지 아니면 Cisco UCS
Central에서 정의되는지 결정합니다.

Global Fault Policy(전역 오류 정 전역 오류 정책이 로컬에서 정의되는지 아니면 Cisco UCS Central
책)
에서 정의되는지 결정합니다.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인증 및 네이티브 도메인, LDAP, RADIUS, TACACS+, 신뢰 지점,
로캘, 사용자 역할이 로컬에서 아니면 Cisco UCS Central에서 정의
되는지 결정합니다.
DNS Management(DNS 관리)

DNS 서버가 로컬에서 아니면 Cisco UCS Central에서 정의되는지
결정합니다.

Backup & Export Policies(백업 전체 상태 백업 정책 및 모든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정책이 로컬
및 내보내기 정책)
에서 아니면 Cisco UCS Central에서 정의되는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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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Central에 Cisco UCS 도메인 등록
Cisco UCS Domain을 Cisco UCS Central에 등록 -

이름

설명

Monitoring(모니터링)

콜홈, Syslog, TFTP Core Exporter 설정이 로컬에서 아니면 Cisco
UCS Central에서 정의되는지 결정합니다.

SEL Policy(SEL 정책)

매니지드 엔드포인트가 로컬에서 아니면 Cisco UCS Central에서
정의되는지 결정합니다.

Power Management(전력 관리) 전력 관리가 로컬에서 아니면 Cisco UCS Central에서 정의되는지
결정합니다.
Power Supply Unit(전력 공급 장 PSU가 로컬에서 아니면 Cisco UCS Central에서 정의되는지 결정
치)
합니다.

Cisco UCS Domain을 Cisco UCS Central에 등록 참고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된 도메인에서 Cisco UCS Manager가 사용하는 IP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
체할 수 없습니다. 이 IP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체해야 할 경우 먼저 Cisco UCS Central에서 도메인
을 등록 해제해야 합니다. IP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체한 후에 Cisco UCS domain을 재등록할 수 있
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Cisco UCS Manager 및 Cisco UCS Central 모두에서 NTP 서버와 정확한 표준 시간대를 구성하여 동기
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Cisco UCS domain 및 Cisco UCS Central의 시간과 날짜가 동기화되지 않으면
등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UCS Central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UCS Central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gister With UCS Central(UCS Central에 등록)을 클릭합니다.

단계 6

Register with UCS Central(UCS Central에 등록)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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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Central에 Cisco UCS 도메인 등록
Cisco UCS Manager과 Cisco UCS Central 간의 정책 확인 수정 -

이름

설명

Hostname/IP Address(호스트
이름/IP 주소) 필드

Cisco UCS Central이 구축된 가상 머신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
소.
참고

IPv4 또는 IPv6 주소가 아닌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경우
에서 DNS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Cisco UCS domain
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DNS
관리가 local로 설정된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DNS
서버를 구성합니다.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어 있고 DNS 관리가 global로 설정된
경우 Cisco UCS Central에서 DNS 서버를 구성합니다.

Shared Secret(공유 암호) 필드 Cisco UCS Central을 구축할 때 구성한 공유 암호(또는 비밀번
호).

b) Policy Resolution Control(정책 결정 제어) 영역에서 각 필드에 대해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Local(로컬)—Cisco UCS Manager에서 정책 또는 컨피그레이션을 결정하고 관리합니다.
• Global(전역)—Cisco UCS Central에서 정책 또는 컨피그레이션을 결정하고 관리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과 Cisco UCS Central 간의 정책 확인 수
정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UCS Central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UCS Central을 클릭합니다.

단계 5

Policy Resolution Control(정책 결정 제어) 영역에서 각 필드에 대해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
합니다.
• Local(로컬)—Cisco UCS Manager에서 정책 또는 컨피그레이션을 결정하고 관리합니다.
• Global(전역)—Cisco UCS Central에서 정책 또는 컨피그레이션을 결정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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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Central에 Cisco UCS 도메인 등록
Cisco UCS Manager에서 Cisco UCS Central 등록 속성 설정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Cisco UCS Central 등록 속성 설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UCS Central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UCS Central을 클릭합니다.

단계 5

Status(상태) 영역에서 다음 항목을 알맞게 완성합니다.
a) 사용할 Cleanup Mode(클린업 모드)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Localize Global(전역 로컬화)—Cisco UCS domain이 등록 취소되면 Cisco UCS domain의 모든
전역 정책이 Cisco UCS Manager로 로컬화됩니다. 이 정책은 Cisco UCS domain에 머무르며
정책 소유권은 이제 로컬 Cisco UCS Manager에 있고 Cisco UCS Manager 관리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Cisco UCS domain을 Cisco UCS Central에 등록할 경우 Cisco UCS Central 및 Cisco
UCS Manager의 기존 정책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전역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하여 연
결하기 전에 로컬 정책을 삭제하거나 로컬 정책을 전역으로 설정합니다.

• Deep Remove Global(전역 완전 제거)—이 옵션은 신중하게 고려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Cisco
UCS domain이 등록 취소되면 Cisco UCS domain의 모든 전역 정책이 제거됩니다. 전역 서비
스 프로필이 있을 경우 이제는 Cisco UCS Manager 로컬 기본 정책을 가리키며 다음 중 하나
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로컬 기본 정책이 있을 경우 서버가 재부팅합니다.
◦ 로컬 기본 정책이 없을 경우 서비스 프로필 연결은 컨피그레이션 오류와 함께 실패합니
다.
참고

Cisco UCS Central에서 등록 취소할 때 전역 완전 제거 클린업 모드는 전역 VSAN 및
VLAN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수동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b) 선택 사항으로 Suspend State(상태 보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Cisco UCS domain은 임시적으로 Cisco UCS Central에서 제거되고 모든 전역 정책이 로
컬로 전환됩니다. 모든 서비스 프로필은 현재 ID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전력 풀은 더 이상 드러나
지 않으며 신규 서비스 프로필에서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c) 선택 사항으로 Acknowledge State(상태 승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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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Central에 Cisco UCS 도메인 등록
Cisco UCS Domain을 Cisco UCS Central에 등록 취소 -

Cisco UCS Manager와 Cisco UCS Central 간의 시간 및 일관성을 나타내는 이벤트 ID 스트림이 왜
곡되고 일관성을 잃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스스로 일시 정지 상태가 되어 Cisco UCS Central
과의 연결을 끊습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Cisco UCS Manager와 Cisco UCS Central 간의 불일치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Cisco UCS domain을 Cisco UCS Central에 다시 연결할 의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Domain을 Cisco UCS Central에 등록 취소 Cisco UCS domain을 Cisco UCS Central에서 등록 해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더 이상 전역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신하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Communication Management(통신 관리)를 확장합니다.

단계 3

UCS Central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UCS Central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Unregister From UCS Central(UCS Central 등록 취소)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도메인을 Cisco UCS Central에 등록하거나 등록 취소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는 Cisco UCS Manager와 Cisco UCS Central 간의 정책 확인에서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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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

LAN 업링크 관리자 사용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LAN 업링크 관리자, 235 페이지
• LAN 업링크 관리자 실행, 236 페이지
• LAN 업링크 관리자로 이더넷 스위칭 모드 변경, 236 페이지
• LAN 업링크 관리자로 포트 구성, 237 페이지
• 서버 포트 구성, 237 페이지
• 업링크 이더넷 포트 구성, 238 페이지
•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 구성, 239 페이지
• LAN 핀 그룹 구성, 241 페이지
• 명명된 VLAN 구성, 243 페이지
• LAN Uplinks Manager로 QoS 시스템 클래스 구성, 244 페이지

LAN 업링크 관리자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Cisco UCS와 LAN 간의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LAN 업링크 관리자를 사용하여 다음 항목을 만들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더넷 스위칭 모드
• 업링크 이더넷 포트
• 포트 채널
• LAN 핀 그룹
• 명명된 VLAN
• 서버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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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업링크 관리자 사용
LAN 업링크 관리자 실행

• QoS 시스템 클래스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가능한 일부 컨피그레이션은 다른 탭, 이를테면 Equipment(장비) 탭 또는
LAN 탭의 노드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 실행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의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에서 LAN Uplinks Manager(LAN 업링크 관리자) 링
크를 클릭합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가 별도의 창에 열립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로 이더넷 스위칭 모드 변경
중요

이더넷 스위칭 모드를 변경할 때 Cisco UCS Manager에서 사용자를 로그아웃하고 패브릭 인터커
넥트를 재시작합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Cisco UCS Manager는 두 패브릭 인터커넥
트 모두 재시작합니다. 두 번째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이더넷 스위칭 모드의 변경을 완료하고 시
스템 준비 상태가 되는 데 몇 분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은 보존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재시작하는 동안 모든 블레이드 서버에서 모든 LAN 및 SAN 연결이 끊어지
므로 블레이드의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로 인해 운영 체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Uplink Mode(업링크 모드) 영역에서 다음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이더넷 스위칭 모드 설정
• 이더넷 엔드-호스트 모드 설정
현재 스위칭 모드의 버튼은 흐리게 표시됩니다.

단계 3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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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업링크 관리자 사용
LAN 업링크 관리자로 포트 구성

Cisco UCS Manager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재시작하고 사용자를 로그아웃하며 Cisco UCS Manager
GUI의 연결을 끊습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로 포트 구성
나열된 모든 포트 유형이 고정 모듈과 확장 모듈 모두에서 구성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61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확장 모듈에서는 구성 불가하지만 62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확장 모듈에
서는 구성 가능한 서버 포트도 포함됩니다.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Ports(포트) 영역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Unconfigured Ports(구성되지 않은 포트) 섹션을 확
장합니다.

단계 3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4

포트를 구성할 노드를 확장합니다.
아래에 나열된 포트가 없을 경우 확장한 포트(여기서는 모든 포트)가 이미 구성된 것입니다.

단계 5

구성할 포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서버 포트로 구성
• 업링크 포트로 구성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 포트 구성
LAN 업링크 관리자로 서버 포트 활성화
이 절차에서는 포트가 서버 포트로 구성되었으나 비활성화 상태임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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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업링크 관리자 사용
LAN 업링크 관리자로 서버 포트 비활성화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Ports(포트) 영역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Server Ports(서버 포트) 섹션을 확장합니다.

단계 3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4

활성화할 포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nable(활성화)을 선택합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로 서버 포트 비활성화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Ports(포트) 영역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Server Ports(서버 포트) 섹션을 확장합니다.

단계 3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4

비활성화할 포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isable(비활성화)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업링크 이더넷 포트 구성
LAN 업링크 관리자로 업링크 이더넷 포트 활성화
이 절차에서는 포트가 업링크 이더넷 포트로 구성되었으나 비활성화 상태임을 전제로 합니다.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Port Channels and Uplinks(포트 채널 및 업링크) 영역에서 Interfaces(인터페이스)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활성화할 포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nable Interface(인터페이스 활성화)을 선택합
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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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업링크 관리자 사용
LAN 업링크 관리자로 업링크 이더넷 포트 비활성화

LAN 업링크 관리자로 업링크 이더넷 포트 비활성화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Port Channels and Uplinks(포트 채널 및 업링크) 영역에서 Interfaces(인터페이스)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비활성화할 포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isable Interfaces(인터페이스 비활성화)를 선
택합니다.
둘 이상의 업링크 이더넷 포트를 비활성화하려는 경우 여러 포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비활성화된 포트가 활성화된 인터페이스 목록에서 제거되고 Unconfigured Ports(구성되지 않은 포
트)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 구성
LAN 업링크 관리자로 포트 채널 생성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Port Channels and Uplinks(포트 채널 및 업링크) 영역에서 Create Port Channel(포트 채널 생성)을
클릭합니다.

단계 3

팝업 메뉴에서 포트 채널을 생성할 패브릭 인터커넥트 하나를 선택합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 A
• 패브릭 인터커넥트 B

단계 4

Set Port Channel Name(포트 채널 이름 설정) 패널에서 ID와 이름을 설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
니다.

단계 5

Add Ports(포트 추가) 패널에서 추가할 포트를 지정합니다.
참고
서버 포트로 구성된 포트를 선택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Yes를 클릭하여 해당 포트를 업링크 이더넷 포트로 재구성하고 포트 채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계 6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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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업링크 관리자 사용
LAN 업링크 관리자로 포트 채널 활성화

LAN 업링크 관리자로 포트 채널 활성화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Port Channels and Uplinks(포트 채널 및 업링크) 영역에서 Port Channels(포트 채널)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활성화할 포트 채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nable Port Channel(포트 채널 활성화)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로 포트 채널 비활성화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Port Channels and Uplinks(포트 채널 및 업링크) 영역에서 Port Channels(포트 채널)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비활성화할 포트 채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isable Port Channel(포트 채널 비활성
화)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로 포트 채널에 포트 추가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Port Channels and Uplinks(포트 채널 및 업링크) 영역에서 Port Channels(포트 채널)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포트를 추가할 포트 채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dd Ports(포트 추가)를 선택합니다.

단계 4

Add Ports(포트 추가) 대화 상자에서 추가할 포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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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단계 5

서버 포트로 구성된 포트를 선택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Yes를 클릭하여 해당 포트를 업링크 이더넷 포트로 재구성하고 포트 채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로 포트 채널에서 포트 제거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Port Channels and Uplinks(포트 채널 및 업링크) 영역에서 Port Channels(포트 채널)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포트를 제거할 포트 채널을 확장합니다.

단계 4

포트 채널에서 제거하려는 포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로 포트 채널 삭제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Port Channels and Uplinks(포트 채널 및 업링크) 영역에서 Port Channels(포트 채널)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 Fabric_Interconnect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포트 채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LAN 핀 그룹 구성
LAN 업링크 관리자로 핀 그룹 생성
2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핀 그룹을 단 하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또는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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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핀 그룹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포트 및 포트 채널을 구성합니다. LAN 핀 그룹에는 업링크 포트로
구성된 포트 및 포트 채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Port Channels and Uplinks(포트 채널 및 업링크) 영역에서 Create Pin Group(핀 그룹 생성)을 클릭합
니다.

단계 3

Create LAN Pin Group(LAN 핀 그룹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핀 그룹에 대한 고유한 이름 및 설명을 입
력합니다.

단계 4

패브릭 인터커넥트 A에 대해 트래픽을 피닝하려면 Targets(대상)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Fabric Interconnect A(패브릭 인터커넥트 A)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Interface(인터페이스) 필드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트리 스타일 브라우저를 탐색하여 핀
그룹과 연결할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선택합니다.

단계 5

패브릭 인터커넥트 B에 대해 트래픽을 피닝하려면 Targets(대상)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Fabric Interconnect B(패브릭 인터커넥트 B)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Interface(인터페이스) 필드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트리 스타일 브라우저를 탐색하여 핀
그룹과 연결할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선택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핀 그룹을 vNIC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로 핀 그룹 삭제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Pin Groups(핀 그룹) 영역에서 삭제할 핀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
택합니다.

단계 3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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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된 VLAN 구성
LAN 업링크 관리자로 명명된 VLAN 생성
2개의 스위치로 구성된 Cisco UCS domain에서 양쪽 스위치에서 또는 한쪽 스위치에서만 액세스 가
능한 명명된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

4030 ~ 4047의 ID로 VLAN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의 VLAN ID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스위치에서도 지원되는 VLAN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sco Nexus 5000 Series
스위치에서는 3968 ~ 4029의 VLAN ID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VLAN ID
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VLAN ID를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LAN 클라우드의 VLAN과 SAN 클라우드의 VLAN의 ID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LAN의 ID와
VSAN에 있는 FCoE VLAN의 ID가 같으면 이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서 이더
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VLAN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3

Create VLANs(VLAN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필수 필드를 지정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다음 VLAN 노드 중 하나에 VLAN을 추가합니다.
•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액세스 가능한 VLAN에 대한 LAN Cloud(LAN 클라우드) > VLAN
노드.
• 단 하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VLAN에 대한 Fabric_Interconnect_Name >
VLAN 노드.

LAN 업링크 관리자로 명명된 VLAN 삭제
Cisco UCS Manager에 삭제한 것과 동일한 VLAN ID를 갖는 명명된 VLAN이 있을 경우, 이 ID의 모든
명명된 VLAN이 삭제되지 않는 한 해당 VLAN은 패브릭 인터커넥트 컨피그레이션에서 제거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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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VLAN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삭제할 VLAN에 따라 다음 하위 탭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하위 탭

설명

All(모두)

Cisco UCS domain의 모든 VLAN을 표시합니다..

Dual Mode(듀얼 모드)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LAN을 표시
합니다.

Fabric A

패브릭 인터커넥트 A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VLAN을 표시합니
다.

Fabric B

패브릭 인터커넥트 B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VLAN을 표시합니
다.

단계 3

테이블에서 삭제할 VLAN을 클릭합니다.
Shift 키 또는 Ctrl 키를 사용하여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 4

강조 표시된 VLAN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LAN Uplinks Manager로 QoS 시스템 클래스 구성
서버의 어댑터 유형이 지원되는 최대 MTU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MTU가 최대
값을 넘어설 경우 다음 어댑터에서 패킷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 MTU가 9216인 Cisco UCS M71KR CNA 어댑터
• 최대 지원 MTU가 14000인 Cisco UCS 82598KR-CI 어댑터

절차
단계 1

LAN Uplinks Manager에서 Qo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시스템의 트래픽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구성하려는 시스템 클래스의 다음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참고
일부 속성은 모든 시스템 클래스에 대해 구성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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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Enabled(활성) 확인란

선택되면 해당 QoS 클래스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구성되며
QoS 정책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선택되지 않으면 클래스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구성되지 않으
며 이 클래스와 연결된 모든 QoS 정책은 기본적으로 Best Effort가
됩니다. 또는 시스템 클래스가 CoS 0으로 구성된 경우 기본값은
CoS 0 시스템 클래스입니다.
참고

CoS 필드

이 필드는 Best Effort 및 Fibre Channel에 대해 항상 선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클래스. 0 ~ 6의 정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0이 우선 순위
가 가장 낮고 6이 가장 높습니다. QoS 정책이 삭제되거나 지정된
시스템 클래스가 비활성화될 경우 해당 시스템 클래스를 트래픽
의 기본 시스템 클래스로 삼으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값을 0으로
설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고

이 필드는 내부 트래픽에 대해 7로, Best Effort에 대해서
는 any로 설정됩니다. 두 값 모두 예약되었으므로 다른 우
선 순위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Packet Drop(패킷 폐기) 확인란 선택되면 이 클래스에 대해 패킷 폐기가 허용됩니다. 선택되지 않
으면 전송 중에 패킷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 필드는 Fibre Channel 클래스에 대해 항상 선택되지 않으므로
절대 패킷 폐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Best Effort에 대해서는 항
상 선택되므로 언제나 패킷 폐기를 허용합니다.
Weight(가중치) 드롭다운 목록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1 ~ 10의 정수. 정수를 입력하면 Cisco UCS에서는
Weight(%)(가중치) 필드의 설명대로 우선 순위 레벨에 지정
된 네트워크 대역폭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 best-effort.
• none.

Weight(%)(가중치) 필드

Cisco UCS에서는 채널에 할당된 대역폭을 결정하기 위해
1 모든 채널의 가중치를 더합니다.
2 채널 가중치를 전체 가중치 합계로 나누어 비율을 구합니다.
3 그 대역폭 비율을 채널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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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MTU 드롭다운 목록

채널의 최대 전송 단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1500 ~ 9216의 정수. 이 값은 최대 패킷 크기에 해당합니다.
• fc—미리 정의된 패킷 크기 2240.
• normal—미리 정의된 패킷 크기 1500.
참고

이 필드는 항상 Fibre Channel(파이버 채널)의 fc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Multicast Optimized(멀티캐스트 선택되면 이 클래스는 동시에 여러 목적지에 패킷을 보낼 수 있도
최적화) 확인란
록 최적화됩니다.
참고

단계 3

이 옵션은 Fibre Channel(파이버 채널)에 적용할 수 없습
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OK(확인)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LAN Uplinks Manager를 종료합니다.
• Apply(적용)를 클릭하여 LAN Uplinks Manager를 종료하지 않고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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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VLAN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VLAN 정보, 247 페이지
• VLAN 생성, 삭제, 수정에 대한 지침, 248 페이지
• 네이티브 VLAN 정보, 248 페이지
• 액세스 및 트렁크 포트 정보, 249 페이지
• 명명된 VLAN, 250 페이지
• 프라이빗 VLAN, 251 페이지
• VLAN 포트 제한, 252 페이지
• 명명된 VLAN 구성, 253 페이지
• 프라이빗 VLAN 구성, 256 페이지
• 커뮤니티 VLAN, 258 페이지
• VLAN 포트 수 보기, 269 페이지
• VLAN 포트 수 최적화, 270 페이지
• VLAN 그룹, 272 페이지
• VLAN 권한, 275 페이지

VLAN 정보
VLAN은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기능, 프로젝트 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논리적으
로 세그먼트화된 스위치드 네트워크입니다. VLAN은 물리적 LAN과 동일한 특성을 갖지만, 엔드 스
테이션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LAN 세그먼트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이들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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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스위치 포트도 VLAN에 속할 수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패킷은 오로
지 VLAN의 엔드 스테이션에 포워딩되고 플러딩됩니다. 각 VLAN은 논리적 네트워크로 간주되며,
VLAN에 속하지 않는 스테이션으로 향하는 패킷은 라우터 또는 브리지를 통해 포워딩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VLAN은 IP 서브네트워크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IP 서브넷에 있는 모든 엔드 스
테이션은 동일한 VLAN에 속해 있습니다. VLAN끼리 통신하려면 트래픽을 라우팅해야 합니다. 기본
적으로 새로 생성된 VLAN은 작동 상태입니다. 또한 VLAN이 트래픽을 전달하는 활성 상태 또는
VLAN에서 패킷을 전달하지 않는 일시 중단 상태가 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LAN
은 활성 상태에서 트래픽을 전달합니다.
Cisco UCS Manager를 사용하여 VLAN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명명된 VLAN 및 PVLAN(Private VLAN) 구성
• 액세스 또는 트렁크 포트에 VLAN 지정
• VLAN 생성, 삭제, 수정

VLAN 생성, 삭제, 수정에 대한 지침
VLAN은 1 ~ 4094의 범호가 지정됩니다. 처음 스위치를 가동하면 구성된 모든 포트가 기본 VLAN에
속해 있습니다. 기본 VLAN(VLAN1)에서는 기본값만 사용합니다. 기본 VLAN에서는 생성, 삭제, 일
시 정지 활동이 불가합니다.
VLAN에 번호를 지정하면서 구성합니다. VLAN을 삭제하거나 활성 작동 상태에서 일시 중지 작동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 VLAN ID로 VLAN을 생성하려 하면 스위치는 VLAN 하위 모드가 되
지만 동일한 VLAN을 다시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새로 생성된 VLAN은 포트를 지정할 때까지 미사
용 상태입니다. 모든 포트가 기본적으로 VLAN1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VLAN 범위에 따라 (기본
VLAN을 제외한) VLAN에 대해 다음 매개변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VLAN name
• Shutdown 또는 not shutdown
지정된 VLAN을 삭제할 경우 여기에 연결된 포트가 종료하며 더 이상 트래픽 플로우가 없습니다. 그
러나 시스템은 해당 VLAN에 대한 VLAN-포트 매핑을 모두 보존합니다. VLAN을 다시 활성화하거나
생성할 경우 원래의 모든 포트를 해당 VLAN에 자동으로 환원시킵니다.

네이티브 VLAN 정보
네이티브 VLAN과 기본 VLAN은 같지 않습니다. 네이티브란 802.1q 헤더가 없는 VLAN 트래픽을 의
미하며 지정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티브 VLAN은 트렁크에서 태그가 지정되지 않는
유일한 VLAN이며 프레임이 변동 없이 전송됩니다.
네트워크 전반에서 모든 것에 태그를 지정하고 네이티브 VLAN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
고 VLAN 또는 디바이스는 접속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스위치에서 VLAN 1을 네이티브로 사용하
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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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 Manager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는 VLAN을 구성하고 네이티브 VLAN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네이티브 VLAN 설정을 변경하려면 포트 플랩을 수행해야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
으면 포트 플랩이 계속됩니다. 네이티브 VLAN을 변경할 경우 약 20초 ~ 40초간 연결이 끊깁니다.
네이티브 VLAN 지침
• 트렁크 포트에서만 네이티브 VLA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UCS vNIC에서 네이티브 VLAN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트 플랩이 발생하며 트래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Cisco Nexus 1000v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트래픽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네이티브 VLAN 1 설
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티브 VLAN은 Nexus 1000v 포트 프로필과 UCS vNIC 정의에
서 동일해야 합니다.
• 네이티브 VLAN 1 설정이 구성된 경우 트래픽이 잘못된 인터페이스로 라우팅되거나 장애가 발
생하거나 스위치 인터페이스 플랩이 계속되면 디스조인트 레이어 2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에
잘못된 설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액세스에 네이티브 VLAN 1을 사용할 경우 누군가가 동일한 VLAN
의 다른 스위치를 관리 디바이스로 연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및 트렁크 포트 정보
Cisco 스위치의 액세스 포트
액세스 포트는 태그 없는 프레임만 전송하며 단 하나의 VLAN 트래픽에만 속하고 이를 전달합니다.
트래픽은 VLAN 태그 없이 기본 형식으로 수신되고 전송됩니다. 액세스 포트에 도달하는 무엇이든
이 포트에 지정된 VLAN에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액세스 모드에서 포트를 구성하고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 트래픽을 전달할 VLAN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액세스 모드의 포트 또는 액세스 포트에 대한 VLAN을 구성하지 않으면 인터페이스에서는 기
본 VLAN인 VLAN 1에 대한 트래픽을 전달합니다. VLAN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VLAN에서 액세스
포트 멤버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포트에 대한 액세스 VLAN으로 지정하려면 먼저 해당
VLAN을 생성해야 합니다. 액세스 포트의 액세스 VLAN을 아직 생성되지 않은 VLAN으로 변경할 경
우 UCS Manager는 그 액세스 포트를 종료합니다.
액세스 포트가 액세스 VLAN 값이 아니라 헤더에 802.1Q 태그가 있는 패킷을 수신할 경우 그 포트는
MAC 소스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패킷을 폐기합니다. 지정하는 액세스 VLAN이 프라이빗 VLAN의
기본 VLAN이기도 할 경우, 이 액세스 VLAN의 모든 액세스 포트가 프라이빗 VLAN 모드에서 기본
VLAN에 대한 모든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수신합니다.
Cisco 스위치의 트렁크 포트
트렁크 포트가 있으면 여러 VLAN에서 이 트렁크 포트를 통해 스위치 간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트렁
크 포트는 태그가 없는 패킷을 802.1Q 태그 패킷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포트에 기본
포트 VLAN ID를 지정하면 모든 태그 없는 트래픽이 이 트렁크 포트의 기본 포트 VLAN ID를 지나고
모든 태그 없는 트래픽은 이 VLAN에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VLAN을 트렁크 포트의 기본 VLAN
ID라고 합니다. 기본 VLAN ID는 트렁크 포트에서 태그 없는 트래픽을 전달하는 VLA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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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포트는 기본 포트 VLAN ID와 동일한 VLAN의 이그레스 패킷을 태그 없는 상태로 전송합니
다. 나머지 이그레스 패킷은 트렁크 포트에서 태그를 지정합니다. 기본 VLAN ID를 구성하지 않을 경
우 트렁크 포트에서는 기본 VLAN을 사용합니다.

참고

트렁크 포트의 기본 VLAN 또는 액세스 포트의 액세스 VLAN을 변경하면 스위치 인터페이스가
플랩합니다.

명명된 VLAN
명명된 VLAN은 특정 외부 LAN과의 연결을 생성합니다. VLAN은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비롯하여
외부 LAN으로 향하는 트래픽을 격리합니다.
VLAN ID에 이름을 부여하면 추상화 레이어 하나가 추가되므로, 명명된 VLAN을 사용하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모든 서버를 전역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외부 LAN과의 통신을 유지하기 위
해 서버를 각각 재구성할 필요 없습니다.
둘 이상의 명명된 VLAN을 동일한 VLAN ID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HR 팀과 재무 팀
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서버가 동일한 LAN에 액세스해야 할 경우 동일한 VLAN ID
를 사용하여 HR용 VLAN 및 재무용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네트워크가 재구성되고
재무 팀이 다른 LAN에 지정될 경우 재무 팀의 명명된 VLAN에 대해서만 VLAN ID를 변경하면 됩니
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명명된 VLAN이 패브릭 인터커넥트 하나에서만 또는 양쪽 패브릭 인
터커넥트 모두에서 액세스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VLAN ID 지침

중요

4030 ~ 4047의 ID로 VLAN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의 VLAN ID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스위치에서도 지원되는 VLAN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sco Nexus 5000 Series
스위치에서는 3968 ~ 4029의 VLAN ID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VLAN ID
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VLAN ID를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LAN 클라우드의 VLAN과 SAN 클라우드의 VLAN의 ID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LAN의 ID와
VSAN에 있는 FCoE VLAN의 ID가 같으면 이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서 이더
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VLAN 4048은 사용자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Cisco UCS Manager에서는 다음 기본값에 VLAN
4048을 사용합니다. VLAN에 4048을 지정하려면 이 값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 Cisco UCS, Release 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 FCoE 스토리지 포트 기본 VLAN에서는 기본적으로
VLAN 4048을 사용합니다.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기본 FCoE VSAN이 VLAN 1을 사용하도록 설
정된 경우 이를 사용 중이 아니거나 예약되지 않은 VLAN ID로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LAN
ID 4049가 사용 중이 아니라면 이를 기본값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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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CS, Release 2.0을 새로 설치하면 기본 VSAN의 FCoE VLAN에서 기본적으로 VLAN 4048
을 사용합니다. FCoE 스토리지 포트 기본 VLAN에서는 VLAN 4049를 사용합니다.
VLAN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프라이빗 VLAN
PVLAN(private VLAN)은 VLAN의 이더넷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하위 도메인으로 분할하고 일부
포트의 격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PVLAN의 각 하위 도메인은 기본 VLAN과 하나 이상의 보조 VLAN
을 포함합니다. PVLAN에 있는 모든 보조 VLAN은 동일한 기본 VLAN을 공유해야 합니다. 보조 VLAN
ID로 하위 도메인끼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격리 및 커뮤니티 VLAN
Cisco UCS domain의 모든 보조 VLAN은 격리 또는 커뮤니티 VLAN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격리 VLAN을 일반 VLAN과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격리 VLAN의 포트
격리 VLAN의 통신에서는 기본 VLAN의 연결 포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트는 격리 포트이며
Cisco UCS Manager에서 구성 불가합니다. 기본 VLAN은 격리 VLAN을 하나만 가질 수 있으나, 하나
의 격리 VLAN에서 여러 격리 포트가 있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격리 포트끼리 통신할 수 없습니다.
격리 포트는 격리 VLAN을 허용하는 일반 트렁크 포트 또는 프로미스큐어스 포트와 통신할 수 있습
니다.
격리 포트는 격리 보조 VLAN에 속하는 호스트 포트입니다. 이 포트는 동일한 PVLAN 도메인 내에서
다른 포트와 완전하게 격리됩니다. PVLAN은 프로미스큐어스 포트의 트래픽을 제외하고 격리 포트
에 대한 모든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격리 포트로부터 받은 트래픽은 프로미스큐어스 포트로만 포워
딩됩니다. 지정된 격리 VLAN에서 둘 이상의 격리 포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각 포트는 격리 VLAN의
다른 모든 포트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업링크 포트에 대한 지침
PVLAN을 생성할 경우 다음 지침을 적용합니다.
•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은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될 수 없습니다.
• 각 기본 VLAN은 격리 VLAN을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 VNTAG 어댑터의 VIF는 격리 VLAN을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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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 ID 지침

중요

4030 ~ 4047의 ID로 VLAN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의 VLAN ID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스위치에서도 지원되는 VLAN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sco Nexus 5000 Series
스위치에서는 3968 ~ 4029의 VLAN ID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VLAN ID
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VLAN ID를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LAN 클라우드의 VLAN과 SAN 클라우드의 VLAN의 ID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LAN의 ID와
VSAN에 있는 FCoE VLAN의 ID가 같으면 이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서 이더
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VLAN 4048은 사용자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Cisco UCS Manager에서는 다음 기본값에 VLAN
4048을 사용합니다. VLAN에 4048을 지정하려면 이 값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 Cisco UCS, Release 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 FCoE 스토리지 포트 기본 VLAN에서는 기본적으로
VLAN 4048을 사용합니다.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기본 FCoE VSAN이 VLAN 1을 사용하도록 설
정된 경우 이를 사용 중이 아니거나 예약되지 않은 VLAN ID로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LAN
ID 4049가 사용 중이 아니라면 이를 기본값으로 변경합니다.
• Cisco UCS, Release 2.0을 새로 설치하면 기본 VSAN의 FCoE VLAN에서 기본적으로 VLAN 4048
을 사용합니다. FCoE 스토리지 포트 기본 VLAN에서는 VLAN 4049를 사용합니다.
VLAN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VLAN 포트 제한
Cisco UCS Manager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보더 및 서버 도메인에서 구성 가능한 LVAN 포트
수를 6000으로 제한합니다.
VLAN 포트 수에 포함되는 포트 유형
다음 포트 유형이 VLAN 포트 계산에 포함됩니다.
• 보더 업링크 이더넷 포트
• 보더 업링크 이더채널 멤버 포트
• SAN 클라우드의 FCoE 포트
• NAS 클라우드의 이더넷 포트
•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생성된 고정 및 동적 vNIC
• 하이퍼바이저 도메인의 하이퍼바이저에서 포트 프로필의 일부로 생성된 VM vNIC
Cisco UCS Manager는 이 포트에 대해 구성된 VLAN 수에 따라 VLAN 포트 인스턴스의 누적 개수를
추적하고 검증 과정에서 VLAN 포트 제한을 적용합니다. Cisco UCS Manager는 제어 트래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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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전 정의 VLAN 포트 리소스를 예약합니다. 여기에는 HIF 및 NIF 포트에서 구성되는 관리 VLAN
이 포함됩니다.
VLAN 포트 제한 적용
Cisco UCS Manager는 다음 작업 중에 VLAN 포트 가용성을 검증합니다.
• 보더 포트 및 보더 포트 채널 구성 및 구성 해제
• 클라우드에서 VLAN 추가 또는 제거
• SAN 또는 NAS 포트 구성 또는 구성 해제
• 컨피그레이션 변경이 포함된 서비스 프로필 연결 또는 연결 해제
• vNIC 또는 vHBA에서 VLAN 구성 또는 구성 해제
• VMWare vNIC 및 ESX 하이퍼바이저로부터 생성 및 삭제 알림 수신

참고

이는 Cisco UCS Manager의 제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 재부팅
• Cisco UCS Manager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
Cisco UCS Manager는 서비스 프로필 작업에 대해 VLAN 포트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VLAN 포트 한도를 초과했음을 알게 되면 서비스 프로필 컨피그레이션은 구축 중
에 실패합니다.
보더 도메인에서 VLAN 포트 수를 초과하더라도 와해적이지 않습니다. 보더 도메인에서 VLAN 포트
수를 초과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할당 상태를 Exceeded로 변경합니다. Available 상태로 돌아
가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하나 이상의 보더 포트 구성 해제
• LAN 클라우드에서 VLAN 제거
• 하나 이상의 vNIC 또는 vHBA 구성 해제

명명된 VLAN 구성
명명된 VLAN 생성
고가용성이 구성된 Cisco UCS domain에서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에서 액세스 가능한 또는 하
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명명된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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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4030 ~ 4047의 ID로 VLAN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의 VLAN ID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스위치에서도 지원되는 VLAN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sco Nexus 5000 Series
스위치에서는 3968 ~ 4029의 VLAN ID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VLAN ID
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VLAN ID를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LAN 클라우드의 VLAN과 SAN 클라우드의 VLAN의 ID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LAN의 ID와
VSAN에 있는 FCoE VLAN의 ID가 같으면 이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서 이더
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VLAN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5

Create VLANs(VLAN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필수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6

Check Overlap(중복 검사) 버튼을 클릭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Overlapping VLANs(중복 VLAN) 탭을 클릭하고 필드를 검사하여 VLAN ID가 기존 VLAN에 지
정된 어떤 ID와도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b) Overlapping VSANs(중복 VSAN) 탭을 클릭하고 필드를 검사하여 VLAN ID가 기존 VSAN에 지정
된 어떤 FCoE VLAN ID와도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d) Cisco UCS Manager에서 중복된 VLAN ID 또는 FCoE VLAN ID를 찾아낸 경우 해당 VLAN ID를
기존 VLAN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다음 VLAN 노드 중 하나에 VLAN을 추가합니다.
•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액세스 가능한 VLAN에 대한 LAN Cloud(LAN 클라우드) > VLAN
노드.
• 단 하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VLAN에 대한 Fabric_Interconnect_Name >
VLAN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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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된 VLAN 삭제
Cisco UCS Manager에 삭제한 것과 동일한 VLAN ID를 갖는 명명된 VLAN이 있을 경우, 이 ID의 모든
명명된 VLAN이 삭제되지 않는 한 해당 VLAN은 패브릭 인터커넥트 컨피그레이션에서 제거되지 않
습니다.
프라이빗 기본 VLAN을 삭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보조 VLAN을 다른 정상 기본 VLAN에 재지정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VLAN을 삭제하기에 앞서 VLAN이 모든 vNIC 및 vNIC 템플릿에서 제거되
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vNIC 또는 vNIC 템플릿에 지정된 VLAN을 삭제할 경우 vNIC에서 해당 VLAP의 플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VLAN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삭제할 VLAN에 따라 다음 하위 탭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하위 탭

설명

All(모두)

Cisco UCS domain의 모든 VLAN을 표시합니다..

Dual Mode(듀얼 모드)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LAN을 표시
합니다.

Fabric A

패브릭 인터커넥트 A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VLAN을 표시합니
다.

Fabric B

패브릭 인터커넥트 B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VLAN을 표시합니
다.

단계 5

테이블에서 삭제할 VLAN을 클릭합니다.
Shift 키 또는 Ctrl 키를 사용하여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 6

강조 표시된 VLAN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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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VLAN 구성
프라이빗 VLAN에 대한 기본 VLAN 생성
고가용성이 구성된 Cisco UCS domain에서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에서 액세스 가능한 또는 하
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기본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

4030 ~ 4047의 ID로 VLAN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의 VLAN ID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스위치에서도 지원되는 VLAN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sco Nexus 5000 Series
스위치에서는 3968 ~ 4029의 VLAN ID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VLAN ID
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VLAN ID를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LAN 클라우드의 VLAN과 SAN 클라우드의 VLAN의 ID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LAN의 ID와
VSAN에 있는 FCoE VLAN의 ID가 같으면 이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서 이더
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VLAN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5

Create VLANs(VLAN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필수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6

Check Overlap(중복 검사) 버튼을 클릭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Overlapping VLANs(중복 VLAN) 탭을 클릭하고 필드를 검사하여 VLAN ID가 기존 VLAN에 지
정된 어떤 ID와도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b) Overlapping VSANs(중복 VSAN) 탭을 클릭하고 필드를 검사하여 VLAN ID가 기존 VSAN에 지정
된 어떤 FCoE VLAN ID와도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d) Cisco UCS Manager에서 중복된 VLAN ID 또는 FCoE VLAN ID를 찾아낸 경우 해당 VLAN ID를
기존 VLAN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는 다음 VLAN 노드 중 하나에 기본 VLAN을 추가합니다.
•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액세스 가능한 기본 VLAN에 대한 LAN Cloud(LAN 클라우드) >
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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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기본 VLAN에 대한 Fabric_Interconnect_Name
> VLAN 노드.

프라이빗 VLAN에 대한 보조 VLAN 생성
고가용성이 구성된 Cisco UCS domain에서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에서 액세스 가능한 또는 하
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보조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

4030 ~ 4047의 ID로 VLAN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의 VLAN ID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스위치에서도 지원되는 VLAN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sco Nexus 5000 Series
스위치에서는 3968 ~ 4029의 VLAN ID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VLAN ID
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VLAN ID를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LAN 클라우드의 VLAN과 SAN 클라우드의 VLAN의 ID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LAN의 ID와
VSAN에 있는 FCoE VLAN의 ID가 같으면 이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서 이더
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본 VLAN을 생성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VLAN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5

Create VLANs(VLAN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필수 필드를 지정합니다.
참고
멀티캐스트 정책은 보조 VLAN이 아닌 기본 VLAN과 연결됩니
다.

단계 6

Check Overlap(중복 검사) 버튼을 클릭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Overlapping VLANs(중복 VLAN) 탭을 클릭하고 필드를 검사하여 VLAN ID가 기존 VLAN에 지
정된 어떤 ID와도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b) Overlapping VSANs(중복 VSAN) 탭을 클릭하고 필드를 검사하여 VLAN ID가 기존 VSAN에 지정
된 어떤 FCoE VLAN ID와도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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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isco UCS Manager에서 중복된 VLAN ID 또는 FCoE VLAN ID를 찾아낸 경우 해당 VLAN ID를
기존 VLAN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다음 VLAN 노드 중 하나에 기본 VLAN을 추가합니다.
•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액세스 가능한 기본 VLAN에 대한 LAN Cloud(LAN 클라우드) >
VLAN.
• 단 하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기본 VLAN에 대한 Fabric_Interconnect_Name
> VLAN 노드.

커뮤니티 VLAN
Cisco UCS Manager는 UCS Fabric Interconnect에서 커뮤니티 VLAN을 지원합니다. 커뮤니티 포트는
서로 통신하고 프로미스큐어스 포트와도 통신합니다. 커뮤니티 포트는 다른 커뮤니티의 모든 포트
또는 PVLAN 내 격리 포트와 레이어 2 격리 상태입니다. 브로드캐스트는 PVLAN에만 연결된 커뮤니
티 포트와 다른 프로미스큐어스 포트 간에 전송됩니다. 프로미스큐어스 포트는 PVLAN 내의 격리 포
트 및 커뮤니티 포트를 비롯한 모든 인터페이스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VLAN 생성
고가용성이 구성된 Cisco UCS domain에서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에서 액세스 가능한 또는 하
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커뮤니티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

4030 ~ 4047의 ID로 VLAN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의 VLAN ID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스위치에서도 지원되는 VLAN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sco Nexus 5000 Series
스위치에서는 3968 ~ 4029의 VLAN ID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VLAN ID
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VLAN ID를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LAN 클라우드의 VLAN과 SAN 클라우드의 VLAN의 ID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LAN의 ID와
VSAN에 있는 FCoE VLAN의 ID가 같으면 이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서 이더
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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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VLAN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5

Create VLANs(VLAN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VLAN Name/Prefix(VLAN 이름/ 단일 VLAN의 경우 VLAN 이름입니다. VLAN 범위라면 각 VLAN
접두사) 필드
이름에 사용할 접두사입니다.
VLAN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이 이름은 1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Multicast Policy(멀티캐스트 정 이 VLAN과 연결된 멀티캐스트 정책.
책) 드롭다운 목록
Create Multicast Policy(멀티캐
스트 정책 생성) 링크

모든 VLAN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멀티캐스트 정책을 생성하려
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옵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션
• Common/Global(공통/전역)—VLAN은 양쪽 패브릭에 적용
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동일한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사
용합니다.
• Fabric A—패브릭 A에만 적용됩니다.
• Fabric B—패브릭 B에만 적용됩니다.
• Both Fabrics Configured Differently(두 패브릭을 다르게 구
성)—양쪽 패브릭 모두에 적용되지만 각 패브릭의 VLAN ID
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의 경우 Common/Global(공통/
전역)을 선택하여 양쪽 패브릭 모두에 적용되는 VLAN을 생성하
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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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VLAN IDs 필드

VLAN 하나를 생성하려면 단일 번호 ID를 입력합니다. 여러 VLAN
을 생성하려면 각 ID 또는 ID 범위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가능한 VLAN ID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 3967
• 4048 ~ 4093
• 시스템에 이미 정의된 다른 VLAN ID와의 중복
예를 들어 ID가 4, 22, 40, 41, 42, 43인 6개의 VLAN을 생성하려면
4, 22, 40-43이라고 입력합니다.
중요

4030 ~ 4047의 ID로 VLAN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
의 VLAN ID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스위치에서도 지원되는 VLAN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sco Nexus 5000 Series 스위치에서는
3968 ~ 4029의 VLAN ID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VLAN ID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VLAN ID를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LAN 클라우드의 VLAN과 SAN 클라우드의 VLAN의 ID
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LAN의 ID와 VSAN에 있는 FCoE
VLAN의 ID가 같으면 이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
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서 이더
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Sharing Type(공유 유형) 필드

이 VLAN이 프라이빗 또는 보조 VLAN으로 분할되는지 여부. 다
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이 VLAN은 보조 또는 프라이빗 VLAN이 없습
니다.
• Primary(기본)—이 VLAN은 Secondary VLANs(보조 VLAN)
영역에 표시된 것처럼 하나 이상의 보조 VLAN을 가질 수 있
습니다.
• Isolated(격리)—프라이빗 VLAN입니다. 이와 연결된 기본
VLAN이 Primary VLAN(기본 VLAN)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
됩니다.
• Community(커뮤니티)—이 VLAN은 동일한 PVLAN의 다른
포트 및 프로미스큐어스 포트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
티 VLAN을 생성하려면 공유 유형이 Community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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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Primary VLAN(기본 VLAN) 드 Sharing Type(공유 유형) 필드가 Isolated 또는 Community로 설정
롭다운 목록
될 경우 격리 또는 커뮤니티 VLAN의 기본 VLAN입니다.
Permitted Orgs for
VLAN에 대한 조직을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조직
VLAN(s)(VLAN에 허용된 조직) 에서 이 VLAN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Check Overlap(중복 검사) 버튼 VLAN ID가 시스템의 다른 ID와 중복되는지 확인하려면 이 버튼
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heck Overlap(중복 검사) 버튼을 클릭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Overlapping VLANs(중복 VLAN) 탭을 클릭하고 다음 필드를 검사하여 VLAN ID가 기존 VLAN
에 지정된 어떤 ID와도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름

설명

Fabric ID(패브릭 ID) 열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A
•B
• Dual(이중)—이 구성 요소는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어디
서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패브릭 인터커넥트
레벨이 아닌 시스템 레벨에서 생성된 가상 LAN 및 SAN 네
트워크에 적용됩니다.

Name(이름) 열

VLAN의 이름.

VLAN 열

VLAN의 숫자 ID.

DN 열

VLAN의 전체 경로. 열의 링크를 클릭하면 VLAN의 속성이 표
시됩니다.

b) Overlapping VSANs(중복 VSAN) 탭을 클릭하고 다음 필드를 검사하여 VLAN ID가 기존 VSAN에
지정된 어떤 FCoE VLAN ID와도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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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Fabric ID(패브릭 ID) 열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A
•B
• Dual(이중)—이 구성 요소는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어디
서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패브릭 인터커넥트
레벨이 아닌 시스템 레벨에서 생성된 가상 LAN 및 SAN 네
트워크에 적용됩니다.

Name(이름) 열

VSAN의 이름.

ID 열

VSAN의 숫자 ID.

FCoE VLAN ID 열

파이버 채널 연결에 쓰이는 VLAN에 지정된 고유 식별자.

DN 열

VSAN의 전체 경로. 열의 링크를 클릭하면 VSAN의 속성이 표
시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d) Cisco UCS Manager에서 중복된 VLAN ID 또는 FCoE VLAN ID를 찾아낸 경우 해당 VLAN ID를
기존 VLAN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다음 VLAN 노드 중 하나에 커뮤니티 VLAN을 추가합니다.
•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액세스 가능한 VLAN에 대한 LAN Cloud(LAN 클라우드) > VLAN
노드.
• 단 하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VLAN에 대한 Fabric_Interconnect_Name >
VLAN 노드.

어플라이언스 포트에서 프로미스큐어스 액세스 생성
Cisco UCS Manager는 어플라이언스 포트에서 프로미스큐어스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다음 절차에
서는 컨피그레이션 단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플라이언스 클라우드에서 PVLAN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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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Appliances(어플라이언스) > Fabric(패브릭) > Interfaces(인터페이스)를 확장합
니다.
Interfaces(인터페이스) 창이 표시됩니다.

단계 3

Interfaces(인터페이스) 창의 테이블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Appliance Links(어플라이언스 링크) 창이 표시됩니다.

단계 4

Appliance Links(어플라이언스 링크) 창에서 Unconfigured Ethernet Ports(구성되지 않은 이더넷 포
트)를 클릭하여 Unconfigured Ethernet Ports(구성되지 않은 이더넷 포트)를 확장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구성되지 않은 이더넷 포트가 표시됩니다.

단계 5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만들 Unconfigured Ethernet Ports(구성되지 않은 이더넷 포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6

Make Appliance Port(어플라이언스 포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Configure as Appliance Port(어플라이언스 포트로 구성) 확인란이 표시됩니다.

단계 7

Yes(예)를 클릭하여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구성합니다.
Configure Appliance Port(어플라이언스 포트 구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단계 8

LAN 탭에서 LAN > Appliances(어플라이언스) > Fabric(패브릭) > Interfaces(인터페이스)를 확장합
니다.

단계 9

Appliance Ports(어플라이언스 포트)를 확장합니다.

단계 10 속성을 수정하려는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11 Interfaces(인터페이스) 창의 테이블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모음에서 Modify(수정)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Properties for Appliance Interface(어플라이언스 인터페이스 속성)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단계 12 VLANs 창에서 Access(액세스)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13 Select VLAN(VLAN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어플라이언스 포트에 지정할 기본 VLAN을 선택합니
다.
기본 VLAN과 연결된 보조 VLAN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단계 14 포트에 허용된 보조 VLAN 세트를 선택합니다.
Isolated(격리) 또는 Community(커뮤니티) VLAN을 선택하면 VLAN이 Promiscuous Port(프로미스
큐어스 포트)로 바뀝니다. Select VLAN(VLAN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본 VLAN을 선택할 경우
필수인 보조 VLAN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계 15 Apply(적용)를 클릭하여 Promiscuous Access on Appliance Port(어플라이언스 포트의 프로미스큐어
스 액세스)를 구성합니다.

어플라이언스 포트에서 프로미스큐어스 트렁크 생성
Cisco UCS Manager는 어플라이언스 포트에서 프로미스큐어스 트렁크를 지원합니다. 다음 절차에
서는 컨피그레이션 단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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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어플라이언스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 VLAN을 생성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Appliances(어플라이언스) > Fabric(패브릭) > Interfaces(인터페이스)를 확장합
니다.
Interfaces(인터페이스) 창이 표시됩니다.

단계 3

Interfaces(인터페이스) 창의 테이블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Appliance Links(어플라이언스 링크) 창이 표시됩니다.

단계 4

Appliance Links(어플라이언스 링크) 창에서 Unconfigured Ethernet Ports(구성되지 않은 이더넷 포
트)를 클릭하여 Unconfigured Ethernet Ports(구성되지 않은 이더넷 포트)를 확장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구성되지 않은 이더넷 포트가 표시됩니다.

단계 5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만들 Unconfigured Ethernet Ports(구성되지 않은 이더넷 포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6

Make Appliance Port(어플라이언스 포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Configure as Appliance Port(어플라이언스 포트로 구성) 확인란이 표시됩니다.

단계 7

Yes(예)를 클릭하여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구성합니다.

단계 8

LAN 탭에서 LAN > Appliances(어플라이언스) > Fabric(패브릭) > Interfaces(인터페이스)를 확장합
니다.

단계 9

Appliance Ports(어플라이언스 포트)를 확장합니다.

단계 10 속성을 수정하려는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11 Interfaces(인터페이스) 창의 테이블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모음에서 Modify(수정)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Properties for Appliance Interface(어플라이언스 인터페이스 속성)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단계 12 VLANs 창에서 Trunk(트렁크)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13 사용 가능한 VLAN 중에서 VLAN을 선택합니다.
VLAN 목록에서 포트에 적용할 여러 개의 Isolated(격리),Community(커뮤니티), Primary(기본),
Regular(정규) VLAN을 선택하여 프로미스큐어스 트렁크 포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계 14 Apply(적용)를 클릭하여 Promiscuous on Trunk on Appliance Port(어플라이언스 포트의 프로미스큐
어스 트렁크)를 구성합니다.

vNIC에서 프라이빗 VLAN 허용 - 커뮤니티 액세스 모드
고가용성이 구성된 Cisco UCS 도메인에서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에서 액세스 가능한 또는 하
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기본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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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4030 ~ 4047의 ID로 VLAN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의 VLAN ID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스위치에서도 지원되는 VLAN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sco Nexus 5000 Series
스위치에서는 3968 ~ 4029의 VLAN ID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VLAN ID
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VLAN ID를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LAN 클라우드의 VLAN과 SAN 클라우드의 VLAN의 ID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LAN의 ID와
VSAN에 있는 FCoE VLAN의 ID가 같으면 이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서 이더
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VLAN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5

Create VLANs(VLAN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VLAN Name/Prefix(VLAN 이름/ 단일 VLAN의 경우 VLAN 이름입니다. VLAN 범위라면 각 VLAN
접두사) 필드
이름에 사용할 접두사입니다.
VLAN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이 이름은 1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Multicast Policy(멀티캐스트 정 이 VLAN과 연결된 멀티캐스트 정책.
책) 드롭다운 목록
Create Multicast Policy(멀티캐
스트 정책 생성) 링크

모든 VLAN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멀티캐스트 정책을 생성하려
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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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옵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션
• Common/Global(공통/전역)—VLAN은 양쪽 패브릭에 적용
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동일한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사
용합니다.
• Fabric A—패브릭 A에만 적용됩니다.
• Fabric B—패브릭 B에만 적용됩니다.
• Both Fabrics Configured Differently(두 패브릭을 다르게 구
성)—양쪽 패브릭 모두에 적용되지만 각 패브릭의 VLAN ID
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의 경우 Common/Global(공통/
전역)을 선택하여 양쪽 패브릭 모두에 적용되는 VLAN을 생성하
는 것이 좋습니다.
VLAN IDs 필드

VLAN 하나를 생성하려면 단일 번호 ID를 입력합니다. 여러 VLAN
을 생성하려면 각 ID 또는 ID 범위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가능한 VLAN ID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 3967
• 4048 ~ 4093
• 시스템에 이미 정의된 다른 VLAN ID와의 중복
예를 들어 ID가 4, 22, 40, 41, 42, 43인 6개의 VLAN을 생성하려면
4, 22, 40-43이라고 입력합니다.
중요

4030 ~ 4047의 ID로 VLAN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
의 VLAN ID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스위치에서도 지원되는 VLAN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sco Nexus 5000 Series 스위치에서는
3968 ~ 4029의 VLAN ID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VLAN ID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VLAN ID를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LAN 클라우드의 VLAN과 SAN 클라우드의 VLAN의 ID
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LAN의 ID와 VSAN에 있는 FCoE
VLAN의 ID가 같으면 이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
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서 이더
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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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Sharing Type(공유 유형) 필드

이 VLAN이 프라이빗 또는 보조 VLAN으로 분할되는지 여부. 다
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이 VLAN은 보조 또는 프라이빗 VLAN이 없습
니다. PVLAN이 아닌 일반 VLAN입니다.
• Primary(기본)—이 VLAN은 Secondary VLANs(보조 VLAN)
영역에 표시된 것처럼 하나 이상의 보조 VLAN을 가질 수 있
습니다.
• Isolated(격리)—프라이빗 VLAN입니다. 이와 연결된 기본
VLAN이 Primary VLAN(기본 VLAN)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
됩니다.
• Community(커뮤니티)—이 VLAN은 동일한 PVLAN의 다른
포트 및 프로미스큐어스 포트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Community VLAN(커뮤니티 VLAN)을 구성하려면 공유 유
형을 선택합니다.

Primary VLAN(기본 VLAN) 드 Sharing Type(공유 유형) 필드가 Isolated 또는 Community로 설정
롭다운 목록
될 경우 격리 또는 커뮤니티 VLAN의 기본 VLAN입니다.
Permitted Orgs for
VLAN에 대한 조직을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조직
VLAN(s)(VLAN에 허용된 조직) 에서 이 VLAN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Check Overlap(중복 검사) 버튼 VLAN ID가 시스템의 다른 ID와 중복되는지 확인하려면 이 버튼
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heck Overlap(중복 검사) 버튼을 클릭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Overlapping VLANs(중복 VLAN) 탭을 클릭하고 다음 필드를 검사하여 VLAN ID가 기존 VLAN
에 지정된 어떤 ID와도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름

설명

Fabric ID(패브릭 ID) 열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A
•B
• Dual(이중)—이 구성 요소는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어디
서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패브릭 인터커넥트
레벨이 아닌 시스템 레벨에서 생성된 가상 LAN 및 SAN 네
트워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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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Name(이름) 열

VLAN의 이름.

VLAN 열

VLAN의 숫자 ID.

DN 열

VLAN의 전체 경로. 열의 링크를 클릭하면 VLAN의 속성이 표
시됩니다.

b) Overlapping VSANs(중복 VSAN) 탭을 클릭하고 다음 필드를 검사하여 VLAN ID가 기존 VSAN에
지정된 어떤 FCoE VLAN ID와도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름

설명

Fabric ID(패브릭 ID) 열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A
•B
• Dual(이중)—이 구성 요소는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어디
서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패브릭 인터커넥트
레벨이 아닌 시스템 레벨에서 생성된 가상 LAN 및 SAN 네
트워크에 적용됩니다.

Name(이름) 열

VSAN의 이름.

ID 열

VSAN의 숫자 ID.

FCoE VLAN ID 열

파이버 채널 연결에 쓰이는 VLAN에 지정된 고유 식별자.

DN 열

VSAN의 전체 경로. 열의 링크를 클릭하면 VSAN의 속성이 표
시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d) Cisco UCS Manager에서 중복된 VLAN ID 또는 FCoE VLAN ID를 찾아낸 경우 해당 VLAN ID를
기존 VLAN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다음 VLAN 노드 중 하나에 커뮤니티 VLAN을 추가합니다.
•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액세스 가능한 VLAN에 대한 LAN Cloud(LAN 클라우드) > VLAN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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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VLAN에 대한 Fabric_Interconnect_Name >
VLAN 노드.

커뮤니티 서버에 대한 액세스 모드 구성
Cisco UCS 도메인에서는 vNIC의 PVLAN을 지원합니다. vNIC의 VLAN에 액세스 모드를 구성하면
서버가 커뮤니티 액세스 서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 Service_Profile_Name을 확장
합니다.

단계 3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에서 제어할 vNIC를 선택합니다.
VLAN을 수정할 수 있는 vNIC 속성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단계 4

Modify VLANs(VLAN 수정) 링크를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VLAN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단계 5

이미 생성한 커뮤니티 VLAN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커뮤니티 VLAN이 vNIC와 연결되었습니다. vNIC의 커뮤니티 VLAN을 적용하면 서버는 커뮤니티
액세스 서버로 작동합니다.

VLAN 포트 수 보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확장합니다.

단계 3

VLAN 포트 수를 볼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General(일반) 탭에서 VLAN Port Count(VLAN 포트 수) 모음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해당 영
역을 확장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다음 세부 사항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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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VLAN Port Limit(VLAN 포트
제한) 필드

이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허용된 VLAN 포트의 최대 개수.

Access VLAN Port Count(액세
스 VLAN 포트 수) 필드

사용 가능한 VLAN 액세스 포트의 수.

Border VLAN Port Count(보더 사용 가능한 VLAN 보더 포트의 수.
VLAN 포트 수) 필드
Allocation Status(할당 상태) 필 VLAN 포트 할당 상태.
드

VLAN 포트 수 최적화
VLAN 포트 수 최적화를 통해 여러 VLAN의 상태를 단일 내부 상태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VLAN 포
트 수 최적화를 활성화하면 Cisco UCS Manager에서 포트 VLAN 멤버십에 따라 논리적으로 VLAN을
그룹화합니다. 이 그룹화로 포트 VLAN 수 한도가 늘어납니다. 또한 VLAN 포트 수 최적화는 VLAN
상태를 압축하고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CPU 로드를 줄입니다. 이렇게 CPU 로드가 줄면 더 많은
vNIC를 통해 더 많은 VLAN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VLAN 포트 수 최적화는 vNIC의 기존 VLAN 컨
피그레이션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VLAN 포트 수 최적화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따라 옵션을 횔성화하거
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

• VLAN 포트 수 최적화를 활성화하면 사용 가능 VLAN 포트 수가 늘어납니다. 포트 VLAN 수
가 비최적화 상태의 최대 VLAN 수를 초과할 경우 VLAN 포트 수 최적화를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 VLAN 포트 수 최적화는 Cisco UCS 61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포트 VLAN 수 최적화 활성화
기본적으로 포트 VLAN 수 최적화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CPU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포트 VLAN
수를 늘리기 위해 포트 VLAN 수 최적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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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Port, VLAN Count Optimization(포트, VLAN 수 최적화) 섹션에서 Enabled(활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단계 6

Port, VLAN Count Optimization(포트, VLAN 수 최적화) 옵션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한 경우 확인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OK(확인)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포트 VLAN 수 최적화 비활성화
기본적으로 포트 VLAN 수 최적화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포트 VLAN 수를 늘리고 CPU 사용량
을 최적화하기 위해 포트 VLAN 수 최적화를 활성화했다면 이 기능을 다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Port, VLAN Count Optimization(포트, VLAN 수 최적화) 섹션에서 Disabled(비활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단계 6

Port, VLAN Count Optimization(포트, VLAN 수 최적화) 옵션을 성공적으로 비활성화한 경우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K(확인)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VLAN 최적화 세트 보기
Cisco UCS Manager는 시스템의 VLAN ID를 기반으로 VLAN 포트 수 최적화 그룹을 자동으로 만듭니
다. 그룹의 모든 VLAN이 동일한 IGMP 정책을 공유합니다. 다음 VLAN은 VLAN 포트 수 최적화 그
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FCoE VLAN
• 기본 PVLAN 및 보조 PVLAN
• SPAN 소스로 지정된 VLAN
• 인터페이스에서 단일 허용 VLAN으로 구성된 VLAN 및 단일 VLAN의 포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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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Manager GUI에서 최적화된 VLAN을 자동으로 그룹화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Navigation(탐색) 창에서 Fabric A(패브릭 A) 또는 Fabric B(패브릭 B)를 클릭하여 목록을 확장합니
다.

단계 4

VLAN Optimization Sets(VLAN 최적화 세트)를 클릭합니다.
Work(작업) 창에서 VLAN 최적화 그룹을 Name(이름) 및 Size(크기)와 함께 나열합니다.

VLAN 그룹
VLAN 그룹에서는 이더넷 업링크 포트의 VLAN을 기능별로 또는 특정 네트워크에 속한 VLAN별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VLAN 멤버십을 정의하고 이를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여러 이더넷 업링크 포
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및 랙 서버에서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Interface) 액세스에 사용하기 위해 인밴
드 및 OOB(out-of-band) VLAN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업링크 인터페
이스 또는 업링크 포트 채널과 함께 사용하도록 OOB IPv4/인밴드 IPv4 및 IPv6 VLAN 그룹을 지원합
니다.
VLAN 그룹에 VLAN을 지정하면 VLAN 그룹의 변경 사항이 이 VLAN 그룹으로 구성된 모든 이더넷
업링크 포트에 적용됩니다. VLAN 그룹을 사용하면 디스조인트 VLAN 간의 VLAN 중복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VLAN 그룹 아래서 업링크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VLAN 그룹에 대한 업링크 포트를 구성할 경
우 그 업링크 포트는 해당 그룹의 모든 VLAN만 지원합니다.
LAN 클라우드에서 또는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VLAN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VLAN 그룹 생성
LAN 클라우드 또는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VLAN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LAN
클라우드에서 VLAN 그룹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여 인밴드 및
OOB 액세스용 VLAN 그룹을 각각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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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AN 클라우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Create VLAN Group(VLAN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Create VLAN Group(VLAN 그룹 생성) 마법사가 실행됩니다.

단계 4

Select VLANs(VLAN 선택) 대화 상자에서 이름과 VLAN을 지정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단계 5

(선택 사항) Add Uplink Ports(업링크 포트 추가) 대화 상자의 목록에서 업링크 포트를 선택하고
Selected Uplink Ports(업링크 포트 선택)에 추가한 다음 Next를 클릭합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Add Port Channels(포트 채널 추가) 대화 상자에서 Port Channels(포트 채널)를 선택하고
Selected Port Channels(선택된 포트 채널)에 포트 채널을 추가한 다음 Next를 클릭합니다.

단계 7

(선택 사항) Org Permissions(조직 권한) 대화 상자의 목록에서 알맞은 그룹을 선택하고 Next를 클릭
합니다.
생성하는 그룹에 속한 VLAN은 사용자가 선택한 그룹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계 8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이 VLAN 그룹이 LAN > LAN 클라우드 > VLAN 그룹의 VLAN 그룹 목록에 추가됩니다.

VLAN 그룹 멤버 수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Navigation(탐색) 창에서 VLAN Groups(VLAN 그룹)를 클릭하여 VLAN 그룹 목록을 확장합니다.

단계 4

VLAN 그룹 목록에서 그룹 멤버 VLAN을 수정할 VLAN 그룹을 선택합니다.
Shift 키 또는 Ctrl 키를 사용하여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 5

강조 표시된 VLAN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dit VLAN Group Members(VLAN 그
룹 멤버 수정)를 클릭합니다.
Modify VLAN Group(VLAN 그룹 수정)VLAN Group Name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단계 6

Modify VLAN Group(VLAN 그룹 수정)VLAN Group Name 대화 상자에서 제거하거나 추가할 VLAN
을 목록에서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단계 7

(선택 사항) Add Port Channels(포트 채널 추가) 창에서 Port Channels(포트 채널)를 선택하고 Selected
Port Channels(선택된 포트 채널)에 추가합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Org Permissions(조직 권한) 창의 목록에서 해당 그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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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는 그룹에 속한 VLAN은 사용자가 선택한 그룹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계 9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이 VLAN 그룹은 선택 내용에 따라 수정됩니다.

VLAN 그룹에 대한 조직 액세스 권한 수정
VLAN 그룹에 대한 조직 액세스 권한을 수정할 때 권한 변경 사항은 VLAN 그룹에 속한 모든 VLAN
에 적용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 > VLAN Group(VLAN 클라우드)를 확장하고 VLAN
group name을 선택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에서 Modify VLAN Groups Org Permissions(VLAN 그룹 조직 권한 수정)를 클릭합니
다.
Modify VLAN Groups Org Permissions(VLAN 그룹 조직 권한 수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단계 5

Org Permissions(조직 권한)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조직을 추가하려면 조직을 선택합니다.
• 조직에서 액세스 권한을 제거하려면 클릭하여 선택 항목을 제거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VLAN 그룹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Navigation(탐색) 창에서 VLAN Groups(VLAN 그룹)를 클릭하여 VLAN 그룹 목록을 확장합니다.

단계 4

표시된 VLAN 그룹의 목록에서 삭제할 VLAN 그룹 이름을 선택합니다.
Shift 키 또는 Ctrl 키를 사용하여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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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강조 표시된 VLAN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VLAN 권한
VLAN 권한은 지정된 조직 및 VLAN이 속한 서비스 프로필 조직에 따라 VLAN에 대한 액세스 권한
을 제한합니다. VLAN 권한은 서비스 프로필 vNIC에 지정할 수 있는 VLAN 세트도 제한합니다. VLAN
권한은 선택적 기능이며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따라 기능을 활성화하거
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비활성화할 경우 모든 VLAN이 모든 조직에서 전역으로 액세스
가능해집니다.

참고

VLAN을 생성할 때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 >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 Org
Permissions(조직 권한)에서 조직 권한을 활성화할 경우 Permitted Orgs for VLAN(s)(VLAN에 허
가받은 조직) 옵션이 Create VLANs(VLAN 생성)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Org Permissions(조직
권한)를 활성화하지 않을 경우 Permitted Orgs for VLAN(s)(VLAN에 허가받은 조직) 옵션이 표시
되지 않습니다.
조직 권한을 활성화하면 VLAN에 대한 조직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을 지정하면 VLAN은 해
당 조직 및 그 모든 하위 조직에서 사용 가능해집니다. 다른 조직의 사용자는 이 VLAN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또한 VLAN 액세스 요구 사항이 바뀌면 언제라도 VLAN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루트 레벨에서 조직에 VLAN 조직 권한을 지정하면 모든 하위 조직에서 VLAN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루트 레벨에서 조직 권한을 지정한 다음 하위 조직에 속한 VLAN에 대한 권한을 변경할
경우 해당 VLAN은 루트 레벨 조직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VLAN 권한 활성화
기본적으로 VLAN 권한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조직에 대한 권한을 생성하여 VLAN
액세스를 제한하려는 경우 org 권한 옵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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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Org Permissions(조직 권한) 섹션에서 Enabled(활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단계 6

Org Permissions(조직 권한) 옵션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된 경우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K(확인)
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VLAN 권한 비활성화
기본적으로 VLAN 권한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VLAN 권한을 활성화하고 다른 네트워크 그룹 또
는 조직에 VLAN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역으로 VLAN 권한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VLAN에 지정된 권한은 시스템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나중에 조직 권한
을 사용하려는 경우 지정된 권한을 사용하도록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Org Permissions(조직 권한) 섹션에서 Disabled(비활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단계 6

Org Permissions(조직 권한) 옵션이 성공적으로 비활성화된 경우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K(확
인)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VLAN 권한 추가 또는 수정
VLAN에 대해 허가된 조직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VLAN에 대해 허가된 조직으로 추가할 경우 그 하위 조직은 모두 VLAN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VLAN 액세스 권한을 삭제할 경우 그 하위 조직은 더 이상 VLAN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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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 > VLANs를 확장하고 VLAN name을 선택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에서 Modify VLAN Org Permissions(VLAN 조직 권한 수정)를 클릭합니다.
Modify VLAN Org Permissions(VLAN 조직 권한 수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단계 5

Permitted Orgs for VLAN(s)(VLAN에 대해 허가된 조직)에서
• 조직을 추가하려면 조직을 선택합니다.
• 조직에서 액세스 권한을 제거하려면 클릭하여 선택 항목을 제거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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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LAN 핀 그룹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LAN 핀 그룹, 279 페이지
• LAN 핀 그룹 생성, 280 페이지
• LAN 핀 그룹 삭제, 281 페이지

LAN 핀 그룹
Cisco UCS에서는 서버의 vNIC에서 보내는 이더넷 채널 트래픽을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업링크 이더
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에 피닝하는 데 LAN 핀 그룹을 사용합니다. 이 피닝을 사용하여 서버에서 보
내는 트래픽의 분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 대한 피닝을 구성하려면 LAN 핀 그룹을 vNIC 정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vNIC 정책
이 해당 서버에 지정된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됩니다. vNIC에서 보내는 모든 트래픽이 I/O 모듈을 지
나 지정된 업링크 이더넷 포트에 도달합니다.

참고

vNIC 정책을 통해 서버 인터페이스에 핀 그룹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그 서버 인터페이스에서 보내는 트래픽에 대해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동적으로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인터페이스 플랩 또는 서버 재부팅 후 동일한 서버
인터페이스에서 보낸 트래픽에 다른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업링크가 LAN 핀 그룹의 일부일 경우 업링크가 해당 LAN 핀 그룹의 전용으로 예약되지는 않습
니다. LAN 핀 그룹을 지정하지 않은 다른 vNIC 정책도 이 업링크를 동적 업링크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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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핀 그룹 생성
2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핀 그룹을 단 하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또는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핀 그룹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포트 및 포트 채널을 구성합니다. LAN 핀 그룹에는 업링크 포트로
구성된 포트 및 포트 채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AN Pin Groups(LAN 핀 그룹)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LAN Pin Group(LAN 핀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LAN Pin Group(LAN 핀 그룹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핀 그룹에 대한 고유한 이름 및 설명을 입
력합니다.

단계 5

패브릭 인터커넥트 A에 대해 트래픽을 피닝하려면 Targets(대상)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Fabric Interconnect A(패브릭 인터커넥트 A)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Interface(인터페이스) 필드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트리 스타일 브라우저를 탐색하여 핀
그룹과 연결할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선택합니다.

단계 6

패브릭 인터커넥트 B에 대해 트래픽을 피닝하려면 Targets(대상)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Fabric Interconnect B(패브릭 인터커넥트 B)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Interface(인터페이스) 필드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트리 스타일 브라우저를 탐색하여 핀
그룹과 연결할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선택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핀 그룹을 vNIC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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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핀 그룹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 > LAN Pin Groups(LAN 핀 그룹)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LAN 핀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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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풀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MAC 풀, 283 페이지
• MAC 풀 생성, 283 페이지
• MAC 풀 삭제, 285 페이지

MAC 풀
MAC 풀은 레이어 2 네트워크에서 고유하고 서버의 vNIC에 지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식별자, 즉 MAC
주소의 모음입니다. 서비스 프로필에서 MAC 풀을 사용할 경우 이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될 서버에서
사용할 MAC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할 필요 없습니다.
멀티테넌시를 구현하는 시스템에서는 조직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MAC 풀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나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에서는 이름 확인 정책을 사용하여
풀의 MAC 주소를 지정합니다.
서버에 MAC 주소를 지정하려면 vNIC 정책에 MAC 풀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면 vNIC 정책이 해당
서버에 지정된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만의 MAC 주소를 지정하거나 Cisco에서 제공한 MAC 주소의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C 풀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ols(풀)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풀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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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MAC Pools(MAC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MAC Pool(MAC 풀 생성)을 선택
합니다.

단계 5

Create MAC Pool(MAC 풀 생성) 마법사의 Define Name and Description(이름 및 설명 정의) 페이지
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MAC 풀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MAC 풀에 대한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signment Order(지정 순서) 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드
• Default(기본)—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임의의 ID를 선
택합니다.
• Sequential(순차적)—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사용 가능
한 가장 낮은 ID를 선택합니다.

단계 6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reate MAC Pool(MAC 풀 생성) 마법사의 Add MAC Addresses(MAC 주소 추가) 페이지에서 Add(추
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reate a Block of MAC Addresses(MAC 주소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First MAC Address(제1 MAC 주 블록의 첫 MAC 주소.
소) 필드
Size(크기) 필드

단계 9

블록에 있는 MAC 주소의 수.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284

MAC 풀 구성
MAC 풀 삭제

다음에 할 작업
MAC 풀을 vNIC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MAC 풀 삭제
풀을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풀에서 vNIC 또는 vHBA에 지정되었던 어떤 주소도 재지
정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풀로부터 지정된 모든 주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vNIC 또는
vHBA에 남아 있습니다.
•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이 삭제됩니다.
• 주소가 지정된 vNIC 또는 vHBA가 삭제됩니다.
• vNIC 또는 vHBA가 다른 풀에 지정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MAC Pools(MAC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MAC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285

MAC 풀 구성
MAC 풀 삭제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286

20

장

QoS(Quality of Service)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Quality of Service, 287 페이지
• 시스템 클래스 구성, 288 페이지
• QoS 정책 구성, 290 페이지
• 플로우 제어 정책 구성, 291 페이지

Quality of Service
Cisco UCS에서는 다음과 같은 QoS 구현 방법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 전 범위에서 특정 트래픽 유형에 대해 전역 컨피그레이션을 지정하는 시스템 클래스
• 개별 vNIC에 대해 시스템 클래스를 지정하는 QoS 정책
• 업링크 이더넷 포트에서 일시 정지 프레임을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플로우 제어 정책
QoS 시스템 클래스에 대한 전역 QoS 변경 때문에 모든 트래픽에서 잠깐 데이터 플레인 중단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의 예로는
• 활성화된 클래스의 MTU 크기 변경
• 활성화된 클래스에 대한 패킷 폐기 변경
• 활성화된 클래스에 대한 CoS 값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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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클래스 구성
시스템 클래스
Cisco UCS에서는 DCE(Data Center Ethernet)를 사용하여 Cisco UCS domain의 모든 트래픽을 처리합
니다. 이 산업 표준 이더넷 확장은 이더넷 파이프의 대역폭을 8개 가상 레인으로 분할합니다. 2개의
가상 레인은 내부 시스템 및 관리 트래픽을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 레인에 대해 QoS를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클래스에 따라 이 6개 가상 레인의 DCE 대역폭이 전체 Cisco UCS domain
전반에 할당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각 시스템 클래스는 특정 트래픽 유형을 위해 대역폭의 특정 세그먼트를 예약하여 초과 서브스크립
션 시스템에서도 일정 수준의 트래픽 관리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DCE 대역폭의 몇 퍼센트를 FCoE
트래픽에 할당하도록 FC 우선 순위 시스템 클래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구성 가능한 시스템 클래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10: 시스템 클래스

시스템 클래스

설명

Platinum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QoS 정책에 포함할 수 있는 구성 가능한 시스템
클래스의 모음. 각 시스템 클래스가 하나의 트래픽 레인을 관리합니다.

Gold
Silver
Bronze
Best Effort

이 시스템 클래스의 모든 속성은 커스텀 설정 및 정책을 지정하는 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이더넷 트래픽을 위해 예약된 레인에 대해 QoS를 설정하는 시스템
클래스.
이 시스템 클래스의 속성 중 일부는 미리 설정되어 있으며 수정 불가합
니다. 예를 들어 이 클래스는 필요 시 데이터 패킷을 폐기할 수 있도록 폐
기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 클래스는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파이버 채널

FCoE 트래픽을 위해 예약된 레인에 대해 QoS를 설정하는 시스템 클래
스.
이 시스템 클래스의 속성 중 일부는 미리 설정되어 있으며 수정 불가합
니다. 예를 들어 이 클래스에는 절대 데이터 패킷을 폐기하지 않는 폐기
금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클래스는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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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oE 트래픽에는 예약된 QoS 시스템 클래스가 있으며, 이는 다
른 트래픽 유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트래픽 유형이
FCoE에서 사용하는 CoS 값을 가질 경우 그 값은 0으로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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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시스템 클래스 구성
서버의 어댑터 유형이 지원되는 최대 MTU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MTU가 최대
값을 넘어설 경우 다음 어댑터에서 패킷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 MTU가 9216인 Cisco UCS M71KR CNA 어댑터
• 최대 지원 MTU가 14000인 Cisco UCS 82598KR-CI 어댑터

중요

UCS 및 N5K에서 모든 non-drop 정책에 대해 동일한 CoS(Class of Service) 값을 사용합니다. 엔드
투 엔드 PFC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모든 중간 스위치에서 동일한 QoS 정책이 구성되게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QoS System Class(QoS 시스템 클래스) 노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시스템의 트래픽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구성하려는 시스템 클래스의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참고
일부 속성은 모든 시스템 클래스에 대해 구성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MTU의 최대값은
9216입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QoS 시스템 클래스 활성화
Best Effort 또는 Fibre Channel 시스템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QoS System Class(QoS 시스템 클래스) 노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활성화하려는 QoS 시스템의 Enabled(활성)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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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시스템 클래스 비활성화
Best Effort 또는 Fibre Channel 시스템 클래스는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비활성화된 시스템 클래스와 연결된 모든 QoS는 기본값이 Best Effort입니다. 또는 비활성화된 시스
템 클래스가 CoS 0으로 구성된 경우 기본값은 CoS 0 시스템 클래스입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QoS System Class(QoS 시스템 클래스) 노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비활성화할 QoS 시스템의 Enabled(활성화)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QoS 정책 구성
QoS 정책
QoS(Quality of Service) 정책은 vNIC 또는 vHBA에 대한 발신 트래픽에 시스템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이 시스템 클래스는 해당 트래픽의 QoS를 결정합니다. 일부 어댑터에서는 버스트, 속도 등 발신 트래
픽에 대한 추가적인 제어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vNIC 정책 또는 vHBA 정책에 QoS 정책을 포함한 다음 그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하여 vNIC 또
는 vHBA를 구성해야 합니다.

QoS 정책 만들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풀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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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QoS Policy(QoS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QoS Policy(QoS 정책 생성)를 선
택합니다.

단계 5

Create QoS Policy(QoS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필수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QoS 정책을 vNIC 또는 vHBA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QoS 정책 삭제
사용 중인 QoS 정책을 삭제하거나 QoS 정책에 쓰이는 시스템 클래스를 비활성화할 경우 그 QoS 정
책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또는 vHBA가 Best Effort 시스템 클래스에 또는 CoS가 0인 시스템 클래스
에 지정됩니다. 멀티테넌시를 구현하는 시스템의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먼저 조직 계층 구
조에서 매칭하는 QoS 정책을 찾으려 시도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QoS Policies(QoS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QoS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플로우 제어 정책 구성
플로우 제어 정책
플로우 제어 정책은 Cisco UCS domain의 업링크 이더넷 포트가 어떤 포트의 수신 버퍼가 찼을 때 IEEE
802.3x 일시 중지 프레임을 보내고 받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일시 중지 프레임은 버퍼가 비워질
때까지 몇 밀리초 동안 전송 포트에서 데이터 전송을 중지하도록 요청합니다.
LAN 포트와 업링크 이더넷 포트 간에 플로우 제어가 이루어지려면 양쪽 포트 모두에서 수신 및 전송
플로우 제어 매개변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Cisco UCS에서는 플로우 제어 정책에서 이 매개변수를
구성합니다.
전송 기능을 활성화하면 수신 패킷 속도가 너무 높을 때 업링크 이더넷 포트가 네트워크 포트에 일시
중지 요청을 보냅니다. 트래픽이 정상 레벨로 돌아올 때까지 몇 밀리초 동안 일시 중지됩니다. 수신
기능을 활성화하면 업링크 이더넷 포트가 네트워크 포트에서 보내는 모든 일시 중지 요청을 수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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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네트워크 포트에서 일시 중지 요청을 취소할 때까지 해당 업링크 포트에서 모든 트래픽이 중지
합니다.
포트에 플로우 제어 정책을 지정하므로 정책 변경 시 일시 중지 프레임 또는 전체 수신 버퍼에 대한
포트의 응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플로우 제어 정책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플로우 제어에 대한 설정으로 네트워크 포트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에서 플로우 제어
일시 중지 프레임에 대해 전송 설정을 활성화할 경우 네트워크 포트의 수신 매개변수가 on 또는 desired
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Cisco UCS 포트에서 플로우 제어 프레임을 수신하게 하려면 네트워크 포트에
서 전송 매개변수가 on 또는 desired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플로우 제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네
트워크 포트에서 전송 및 수신 매개변수를 off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루트 조직에서만 플로우 제어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위 조직에서는 플로우 제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단계 4

Flow Control Policies(플로우 제어 정책)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Flow Control
Policy(플로우 제어 정책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Flow Control Policy(플로우 제어 정책 생성) 마법사에서 필수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플로우 제어 정책을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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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 제어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Flow Control Policies(플로우 제어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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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IC 템플릿 구성
vNIC 템플릿
이 정책은 서버의 vNIC가 LAN에 연결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이 정책은 vNIC LAN 연결 정책이라
고도 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vNIC 템플릿을 생성할 때 올바른 설정의 VM-FEX 포트 프로필을 자동으
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VM-FEX 포트 프로필을 생성하려는 경우 vNIC 템플릿의 대상을 VM으로 구
성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려면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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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버에 2개의 Emulex 또는 QLogic NIC(Cisco UCS CNA M71KR-E 또는 Cisco UCS CNA M71KR-Q)
가 있을 경우 서비스 프로필의 양쪽 어댑터에 대해 vNIC 정책을 구성해야 양쪽 NIC에 대한 사용
자 정의 MAC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쪽 NIC에 대한 정책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Windows에
서는 PCI 버스에서 둘 다 감지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서비스 프로필에 속하지 않으므로 Windows
는 이를 하드웨어 MAC 주소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서비스 프로필을 다른 서버로 이동하면
Windows는 또 다른 NIC를 확인합니다. NIC 중 하나에 사용자 정의 MAC 주소가 없었기 때문입니
다.

vNIC 템플릿 생성
시작하기 전에
이 정책은 이미 시스템에 다음 리소스가 하나 이상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명명된 VLAN
• MAC 풀
• QoS 정책
• LAN 핀 그룹
• 통계 임계값 정책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vNIC 템플릿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vNIC Template(vNIC 템플릿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vNIC Template(vNIC 템플릿 생성) 대화 상자에서
a) General(일반)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vNIC 템플릿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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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Description(설명) 필드

템플릿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bric ID(패브릭 ID) 필드

구성 요소와 연결된 패브릭 인터커넥트.
기본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사용 불가할 때 이 템플릿 기반의
vNIC에서 제2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려면
Enable Failover(페일오버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참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vNIC 패브릭 페일오버를 활성
화하지 마십시오.
• Cisco UCS domain이 이더넷 스위칭 모드에서 실행
중일 경우. 이 모드에서는 vNIC 패브릭 페일오버
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모
든 이더넷 업링크가 실패하더라도 vNIC는 다른 쪽
으로 페일오버하지 않습니다.
• 이 템플릿에서 생성된 하나 이상의 vNIC를 패브릭
페일오버를 지원하지 않는 어댑터, 이를테면 Cisco
UCS 82598KR-CI 10 Gigabit Ethernet Adapter가 있
는 서버와 연결할 경우. 그러면 서비스 프로필을
그 서버와 연결할 때 Cisco UCS Manager에서 컨피
그레이션 오류가 발생합니다.

Target(대상) 리스트 박스

이 템플릿으로 생성할 vNIC를 위한 대상 목록. Cisco UCS
Manager에서 vNIC 템플릿에 적합한 설정으로 VM-FEX 포트 프
로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상을 선택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dapter(어댑터)— vNIC가 모든 어댑터에 적용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VM-FEX 포트 프로필이 생성되지 않습니
다.
• VM—vNIC가 모든 가상 머신에 적용됩니다. 이 옵션을 선
택하면 VM-FEX 포트 프로필이 생성됩니다.

Template Type(템플릿 유형) 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드
• Initial Template(초기 템플릿)—이 템플릿에서 생성된 vNIC
는 템플릿 변경 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Updating Template(업데이트 템플릿)—이 템플릿에서 생
성된 vNIC는 템플릿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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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LANs 영역에서 테이블을 사용하여 이 템플릿에서 생성된 vNIC에 지정할 VLAN을 선택합니다.
이 테이블은 다음 열로 구성됩니다.
이름

설명

Select(선택) 열

이 열에서는 사용할 각 VLAN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참고

VLAN과 PVLAN은 동일한 vNIC에 지정할 수 없습니
다.

Name(이름) 열

VLAN의 이름.

Native VLAN(기본 VLAN) 열

VLAN 중 하나를 기본 VLAN으로 지정하려면 이 열에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Create VLAN(VLAN 생성) 링 VLAN을 생성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크

c) Policies(정책)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MTU 필드

이 vNIC 템플릿에서 생성된 vNIC에서 사용할 최대 전송 단위
또는 패킷 크기.
1500 ~ 9000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참고

vNIC 템플릿에 연결된 정책이 있을 경우 여기에 지정된
MTU가 연결된 QoS 시스템 클래스에 지정된 MTU와 같
거나 적어야 합니다. 이 MTU 값이 QoS 시스템 클래스
의 MTU 값을 초과할 경우 데이터 전송 중에 패킷이 폐
기될 수 있습니다.

MAC Pool(MAC 풀) 드롭다운 이 vNIC 템플릿에서 생성된 vNIC에서 사용해야 할 MAC 주소
목록
풀.
QoS Policy(QoS 정책) 드롭다운 이 vNIC 템플릿에서 생성된 vNIC에서 사용해야 할 QoS 정책.
목록
Network Control Policy(네트워 이 vNIC 템플릿에서 생성된 vNIC에서 사용해야 할 네트워크 제
크 제어 정책) 드롭다운 목록
어 정책.
Pin Group(핀 그룹) 드롭다운
목록

이 vNIC 템플릿에서 생성된 vNIC에서 사용해야 할 LAN 핀 그
룹.

Stats Threshold Policy(통계 임 이 vNIC 템플릿에서 생성된 vNIC에서 사용해야 할 통계 수집
계값 정책) 드롭다운 목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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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vNIC 템플릿을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시킵니다.

vNIC 템플릿에 vNIC 바인딩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된 vNIC를 vNIC 템플릿에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vNIC를 vNIC 템플릿에 바인
딩할 때 Cisco UCS Manager에서는 vNIC 템플릿에 정의된 값으로 vNIC를 구성합니다. 기존 vNIC 컨
피그레이션이 vNIC 템플릿과 매칭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vNIC를 재구성합니다.
바인딩된 vNIC의 컨피그레이션은 연결된 vNIC 템플릿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vNIC를 포함
하는 서비스 프로필이 이미 어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바인딩되어 있는 경우 vNIC를 vNIC 템플릿
에 바인딩할 수 없습니다.

중요

vNIC가 재구성된 상태에서 템플릿에 바인딩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바인딩할 vNIC가 있는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ervice_Profile_Name > vNICs를 확장합니다.

단계 5

템플릿에 바인딩하려는 vNIC를 클릭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Actions(작업) 영역에서 Bind to a Template(템플릿에 바인딩)를 클릭합니다.

단계 8

Bind to a vNIC Template(vNIC 템플릿에 바인딩)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vNIC Template(vNIC 템플릿) 드롭다운 목록에서 vNIC를 바인딩하려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b)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9

경고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하여 Cisco UCS Manager에서 바인딩 때문에 vNIC의 재구성이 필
요할 경우 서버를 재부팅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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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IC 템플릿에서 vNIC 바인딩 해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바인딩 해제하려는 vNIC와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ervice_Profile_Name > vNICs를 확장합니다.

단계 5

템플릿에 바인딩 해제할 vNIC를 클릭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Actions(작업) 영역에서 Unbind from a Template(템플릿에서 바인딩 해제)을 클릭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vNIC 템플릿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vNIC Templates(vNIC 템플릿)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이더넷 어댑터 정책 구성
이더넷 및 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
이 정책은 어댑터에서 트래픽을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어댑터의 호스트측 동작을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정책을 사용하여 다음에 대한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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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럽트 처리
• 성능 향상
• RSS 해시
• 2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구성된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페일오버

참고

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의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표시한 값이 QLogic SANsurfer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표시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값은 SANsurfer와 Cisco UCS
Manager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Max LUNs Per Target(대상별 최대 LUN)—SANsurfer는 최대 256개의 LUN을 가지며 이 수를
초과하면 표시하지 않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지원하는 최대 LUN 수는 더 많습니다.
• Link Down Timeout(링크 다운 시간 초과)—SANsurfer에서 링크 다운에 대한 시간 초과 임계
값을 초 단위로 구성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이 값을 밀리초 단위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Cisco UCS Manager에서 5500ms가 SANsurfer에서는 5s로 표시됩니다.
• Max Data Field Size(최대 데이터 필드 크기)—SANsurfer에서 허용하는 값은 512, 1024, 2048
입니다.Cisco UCS Manager에서는 어떤 크기의 값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sco UCS
Manager에서 값이 900이면 SANsurfer에서는 512로 표시됩니다.

운영 체제별 어댑터 정책
기본적으로 Cisco UCS에서는 이더넷 어댑터 정책 및 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의 모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각 지원되는 서버 운영 체제에 대한 권장 설정을 포함합니다. 운영 체제는 이 정책의
설정에 민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벤더는 비 기본 어댑터 설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필수
설정의 세부 사항은 해당 벤더가 제공하는 지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정책에서 해당 운영 체제에 대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isco 기술 지원 팀의 안내가
없는 한 기본 정책의 값을 수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본 Windows 어댑터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Windows OS에 대한 이더넷 어댑터 정책을
생성하는 경우 다음 식을 사용하여 Windows에 적합한 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완료 큐 = 전송 큐 + 수신 큐
인터럽트 수 = (완료 큐 + 2), 가장 가까운 2의 제곱으로 반올림
예를 들어 전송 큐가 1이고 수신 큐가 8이면
완료 큐 = 1 + 8 = 9
인터럽트 수 =(9 + 2) 가장 가까운 2의 제곱인 16으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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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S(Accelerated Receive Flow Steering)
ARFS(Accelerated Receive Flow Steering)는 하드웨어 기반 RFS(receive flow steering)입니다. 패킷을 소
비하는 애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실행 중인 CPU로 커널 레벨의 패킷 처리를 이동함으로써 CPU 데이
터 캐시 적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ARFS를 사용하면 CPU 효율성이 높아지고 트래픽 레이턴시가 짧아집니다. CPU의 수신 큐 각각에 인
터럽트가 있습니다. ISR(Interrupt Service Routine)이 CPU에서 실행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ISR은
수신 큐의 패킷을 현재 CPU 중 하나의 백로그로 이동하며, 여기서 추후 패킷을 처리합니다. 애플리케
이션이 이 CPU에서 실행 중이 아닐 경우 CPU는 패킷을 비 로컬 메모리에 복사해야 하므로 레이턴시
가 늘어납니다. ARFS는 해당 스트림을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CPU의 수신 큐로 이동함으로써 이
러한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ARFS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Cisco UCS Manager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RFS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ARFS가 활성화된 어댑터 정책을 생성합니다.
2 어댑터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합니다.
3 호스트에서 ARFS를 활성화합니다.
1 IRQ(Interrupt Request Queue) 균형 조절을 끕니다.
2 IRQ를 다른 CPU와 연결합니다.
3 ethtool을 사용하여 ntuple을 활성화합니다.

ARFS(Accelerated Receive Flow Steering)에 대한 지침 및 제한
• ARFS는 vNIC별로 64개의 필터를 지원합니다.
• ARFS는 다음 어댑터에서 지원됩니다.
• Cisco UCS VIC 1280, 1240, 1340, 1380
• Cisco UCS VIC 1225, 1225T, 1285, 1223, 1227T, 1385
• ARFS는 다음 운영 체제에서 지원됩니다.
• Red Hat Enterprise Linux 6.5, 6.6
• Red Hat Enterprise Linux 7.0 이상 버전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1 SP2 및 SP3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2 이상 버전
• Ubuntu 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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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럽트 병합
일반적으로 어댑터에서 수많은 인터럽트를 생성하며, 호스트 CPU에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인터
럽트 병합은 호스트 CPU에서 처리하는 인터럽트 수를 줄입니다. 이는 구성 가능한 병합 간격에 동일
한 이벤트가 여러 번 반복되면 단 한 번만 호스트를 인터럽트하는 방식입니다.
수신 작업에 대해 인터럽트 병합이 활성화되면 어댑터는 계속 패킷을 수신하지만 호스트 CPU에서
각 패킷에 대한 인터럽트를 즉각적으로 수신하지 않습니다.t 어댑터가 첫 패킷을 수신할 때 병합 타
이머가 시작합니다. 구성된 병합 간격이 끝나면 어댑터는 그 간격에 수신한 패킷으로 하나의 인터럽
트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호스트의 NIC 드라이버가 수신된 여러 패킷을 서비스합니다. 생성된 인
터럽트 수가 줄면 컨텍스트 스위치에 있는 호스트 CPU의 소요 시간도 단축됩니다. 그러면 CPU에서
패킷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처리량이 향상되고 레이턴시가 줄어듭니다.

AIC(Adaptive Interrupt Coalescing)
통합 간격 때문에 수신 패킷을 처리하느라 레이턴시가 늘어납니다. 패킷 속도가 낮은 소형 패킷에서
는 이 레이턴시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레이턴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드라이버가 이를 지나는 트래
픽의 패턴에 적응하고 서버의 더 우수한 응답을 얻고자 인터럽트 통합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IC(Adaptive Interrupt Coalescing)은 이메일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LDAP 서버 등 연결 지향적이
고 링크 사용이 저조한 시나리오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라인 레이트(line-rate) 트래픽에는 적합하
지 않습니다.

AIC에 대한 지침 및 제한
• AIC(Adaptive Interrupt Coalescing)에서는 링크 사용률이 80%를 넘을 때 레이턴시를 단축하지 않
습니다.
• AIC를 활성화하면 고정 병합이 비활성화됩니다.
• AIC는 다음 운영 체제에서 지원됩니다.
• Red Hat Enterprise Linux 6.4 이상 버전
• Red Hat Enterprise Linux 7.0 이상 버전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1 SP2 및 SP3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2
• XenServer 6.5
• Ubuntu 14.04.2

SMB Direct를 위한 RoCE(RDMA Over Converged Ethernet)
RoCE(RDMA over Converged Ethernet)는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메모리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RoCE는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이므로 동일한 이더넷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속한 임의의 두 호스트
간의 통신을 허용합니다. RoCE는 기존 네트워크 소켓 구현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레이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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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짧고 CPU 사용률 및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률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Windows 2012 이상 버전에
서는 SMB 파일 공유 및 Live Migration을 가속화하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 RDMA를 사용합니다.
Cisco UCS Manager Release 2.2(4)는 Microsoft SMB Direct에서 RoCE를 지원합니다. 이더넷 어댑터 정
책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추가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어댑터에 보냅니다.

SMB Direct와 RoCE에 대한 지침 및 제한
• Microsoft SMB Direct와 RoCE는 Windows 2012 R2에서만 지원됩니다.
• Microsoft SMB Direct와 RoCE는 Cisco UCS VIC 1340 및 1380 어댑터에서만 지원됩니다.
• Cisco UCS Manager에서는 어댑터당 4개 이하의 RoCE 지원 vNIC를 지원합니다.
• Cisco UCS Manager에서는 NVGRE, VXLAN, NetFlow, VMQ, usNIC에서 RoCE를 지원하지 않습
니다.
• 어댑터당 큐 쌍의 최대 개수는 8192입니다.
• 어댑터당 메모리 영역의 최대 개수는 524288입니다.
• Cisco UCS Manager를 Release 2.2(4)에서 다운그레이드하기 전에 RoCE를 비활성화하지 않으면
다운그레이드가 실패합니다.

이더넷 어댑터 정책 생성
팁

어떤 영역의 필드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제목 오른쪽의 Expand(확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Adapter Policies(어댑터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Ethernet Adapter Policy(이
더넷 어댑터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정책의 이름 및 선택 사항인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
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Resources(리소스) 영역에서 다음 값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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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Transmit Queues(전송 큐) 필드 할당할 전송 큐 리소스의 수.
1 ~ 256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Ring Size(링 크기) 필드

각 전송 큐에 있는 설명자의 수.
64 ~ 4096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Receive Queues(수신 큐) 필드

할당할 수신 큐 리소스의 수.
1 ~ 256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Ring Size(링 크기) 필드

각 수신 큐에 있는 설명자의 수.
64 ~ 4096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Completion Queues(완료 큐) 필 할당할 완료 큐 리소스의 수. 일반적으로 할당해야 할 완료 큐 리
드
소스의 수는 전송 큐 리소스 수에 수신 큐 리소스 수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1 ~ 512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Interrupts(인터럽트) 필드

할당할 인터럽트 리소스의 수. 일반적으로 이 값은 완료 큐 리소스
수와 같아야 합니다.
1 ~ 514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단계 7

(선택 사항) Options(옵션) 영역에서 다음 값을 조정합니다.
이름

설명

Transmit Checksum Offload(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송 체크섬 오프로드) 필드
• Disabled(비활성화)—CPU가 모든 패킷 체크섬을 계산합니
다.
• Enabled(활성화)—CPU에서 하드웨어에 모든 패킷을 보내
체크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CPU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
니다.
참고

이 옵션은 인터페이스에서 전송되는 패킷에만 적용됩니
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305

네트워크 관련 정책 구성
이더넷 어댑터 정책 생성

이름

설명

Receive Checksum Offload(수신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체크섬 오프로드) 필드
• Disabled(비활성화)—CPU에서 모든 패킷 체크섬을 검증합니
다..
• Enabled(활성화)—CPU에서 검증을 위해 모든 패킷 체크섬
을 하드웨어에 보냅니다. CPU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옵션은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패킷에만 적용됩니
다.

TCP Segmentation Offload(TCP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화 오프로드) 필드
• Disabled(비활성화)—CPU가 큰 TCP 패킷을 나눕니다.
• Enabled(활성화)—CPU에서 큰 TCP 패킷을 하드웨어에 보내
나눕니다. 이 옵션은 CPU 오버헤드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
일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옵션은 LSO(Large Send Offload)라고도 하며 인터페이
스에서 보낸 패킷에만 적용됩니다.

TCP Large Receive Offload(TCP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대형 수신 오프로드) 필드
• Disabled(비활성화)—CPU에서 모든 큰 패킷을 처리합니다.
• Enabled(활성화)—하드웨어에서 모든 세그먼트화된 패킷을
재평가한 다음 CPU에 보냅니다. 이 옵션은 CPU 사용량을 줄
이고 인바운드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Receive Side Scaling(수신측 확
장) 필드

이 옵션은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하는 패킷에만 적용됩니
다.

RSS가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의 여러 CPU에 네트워크 수신 처리를
분산시킵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추가 프로세서가 있더라도 네트워크
수신 처리는 항상 단일 프로세서에서 담당합니다.
• Enabled(활성화)—네트워크 수신 처리를 가급적 여러 프로
세서에서 분담합니다.

Accelerated Receive Flow
플로우에 대한 패킷 처리를 로컬 CPU에서 해야 합니다. 이는 Linux
Steering(가속 수신 플로우 조정) 운영 체제에서만 지원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필드
• Disabled(비활성화)—CPU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Enabled(활성화)—패킷 처리가 로컬 CPU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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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Network Virtualization using
NVGRE 오버레이 하드웨어가 TSO에 대해 오프로드되고 체크섬
Generic Routing
이 활성화되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Encapsulation(일반 라우팅을 통
• Disabled(비활성화)—NVGRE 오버레이 하드웨어 오프로드
한 네트워크 가상화) 필드
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화)—NVGRE 오버레이 하드웨어 오프로드가
활성화됩니다.
Virtual Extensible LAN(가상 확 VXLAN 오버레이 하드웨어가 TSO에 대해 오프로드되고 체크섬
장 LAN) 필드
이 활성화되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VXLAN 오버레이 하드웨어 오프로드
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화)—VXLAN 오버레이 하드웨어 오프로드가
활성화됩니다.
Failback Timeout(장애 복구 시
간 초과) 필드

vNIC에서 보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설정은 시스
템에서 다시 vNIC에 기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까지 기본 인터
페이스가 사용 가능한 기간을 제어합니다.
0초 ~ 600초로 입력합니다.

Interrupt Mode(인터럽트 모드) 기본 드라이버 인터럽트 모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필드
• MSI X—MSI(Message Signaled Interrupts)와 선택적 확장. 권
장 옵션입니다.
• MSI—MSI만.
• INTx—PCI INTx 인터럽트.
Interrupt Coalescing Type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Min—다른 인터럽트 이벤트를 보내기 전에 Interrupt
Timer(인터럽트 타이머) 필드에 지정된 시간만큼 기다립니
다.
• Idle—적어도 Interrupt Timer(인터럽트 타이머) 필드에 지정
된 기간만큼 활동이 없어야 인터럽트를 보냅니다.
Interrupt Timer(인터럽트 타이 인터럽트 간격. 즉 인터럽트를 보내기 전의 유휴 기간.
머) 필드
1~65535 사이의 값을 입력합니다. 인터럽트 통합을 끄려면 이 필
드에 0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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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RoCE 필드

RoCE(Remote Direct Memory Access over an Ethernet network) 활성
화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RoCE가 이더넷 어댑터에서 비활성화
됩니다.
• Enabled(활성화)—RoCE가 이더넷 어댑터에서 활성화됩니
다.

RoCE Properties(RoCE 속성) 영 RoCE 속성을 나열합니다. 이 영역은 RoCE를 활성화하는 경우에
역
만 활성화됩니다.
Queue Pairs(큐 쌍)

어댑터당 큐 쌍의 수.
1 ~ 8192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2의 제곱인 정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emory Regions(메모리 영역)

어댑터당 메모리 영역의 수.
1 ~ 524288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2의 제곱인 정수를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Resource Groups(리소스 그룹)

어댑터당 리소스 그룹의 수.
1 ~ 128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가장 가까운 2의 제곱으로 반올림한 정수여야 하며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는 시스템에 있는 CPU 코어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9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Linux 운영 체제에서 MRQS에 대한 eNIC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이더넷 어
댑터 정책 구성
Cisco UCS Manager에서는 Red Hat Enterprise Linux Version 6.x 및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Version
11.x에 있는 MRQS(Multiple Receive Queue Support) 기능에 대한 eNIC 지원을 제공합니다.

절차
단계 1

이더넷 어댑터 정책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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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어댑터 정책을 생성할 때 다음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 전송 큐 = 1
• 수신 큐 = n(최대 8)
• 완료 큐 = 전송 큐 수 + 수신 큐 수
• 인터럽트 = 완료 큐 수 + 2
• RSS(Receive Side Scaling) = 활성
• 인터럽트 모드 = Msi-X
이더넷 어댑터 정책 생성, 30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2

eNIC 드라이버 Version 2.1.1.35 이상을 설치합니다.
Linux용 Cisco UCS Virtual Interface Card 드라이버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3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NVGRE와의 스테이트리스 오프로드를 활성화하도록 이더넷 어댑터 정책
구성
Cisco UCS Manager에서는 Windows 2012 R2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서버에 설치된 Cisco UCS VIC
1340 및/또는 Cisco UCS VIC 1380 어댑터에서만 NVGRE와의 스테이트리스 오프로드를 지원합니다.
NVGRE와의 스테이트리스 오프로드는 NetFlow, usNIC 또는 VM-FEX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Adapter Policies(어댑터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Ethernet Adapter Policy(이
더넷 어댑터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a) Resources(리소스) 영역에서 다음 옵션을 설정합니다.
• 전송 큐 = 1
• 수신 큐 = n(최대 8)
• 완료 큐 = 전송 큐 수 + 수신 큐 수
• 인터럽트 = 완료 큐 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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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ptions(옵션) 영역에서 다음 옵션을 설정합니다.
• Generic Routing Encapsulation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가상화 = 활성
• 인터럽트 모드 = Msi-X
이더넷 어댑터 정책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더넷 어댑터 정책 생성, 304 페이지에서 확인하십
시오.
단계 5

OK(확인)를 클릭하여 이더넷 어댑터 정책을 생성합니다.

단계 6

eNIC 드라이버 Version 3.0.0.8 이상을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c/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sw/vic_drivers/install/Windows/
b_Cisco_VIC_Drivers_for_Windows_Installation_Guide.html을(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7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VXLAN과의 스테이트리스 오프로드를 활성화하도록 이더넷 어댑터 정책
구성
Cisco UCS Manager에서는 VMWare ESXi Release 5.5 이상의 운영 체제에 설치된 Cisco UCS VIC 1340
및/또는 Cisco UCS VIC 1380 어댑터에서만 VXLAN과의 스테이트리스 오프로드를 지원합니다.
VXLAN과의 스테이트리스 오프로드는 NetFlow, usNIC 또는 VM-FEX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Adapter Policies(어댑터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Ethernet Adapter Policy(이
더넷 어댑터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a) Resources(리소스) 영역에서 다음 옵션을 설정합니다.
• 전송 큐 = 1
• 수신 큐 = n(최대 8)
• 완료 큐 = 전송 큐 수 + 수신 큐 수
• 인터럽트 = 완료 큐 수 + 2
b) Options(옵션) 영역에서 다음 옵션을 설정합니다.
• 가상 확장 LAN =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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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럽트 모드 = Msi-X
이더넷 어댑터 정책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더넷 어댑터 정책 생성, 304 페이지에서 확인하십
시오.
단계 5

OK(확인)를 클릭하여 이더넷 어댑터 정책을 생성합니다.

단계 6

eNIC 드라이버 Version 2.1.2.59 이상을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c/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sw/vic_drivers/install/ESX/
2-0/b_Cisco_VIC_Drivers_for_ESX_Installation_Guide.html을(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7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이더넷 어댑터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Adapter Policies(어댑터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이더넷 어댑터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기본 vNIC 동작 정책 구성
기본 vNIC 동작 정책
기본 vNIC 동작 정책을 통해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vNIC가 생성되는 방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
동으로 vNIC를 생성하거나 자동 생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vNIC가 생성되는 방식을 정의하기 위해 기본 vNIC 동작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기본 vNIC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vNIC가 명시적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 HW Inherit(HW 상속)—서비스 프로필에서 vNIC가 필요한데 명시적으로 정의된 게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에 설치된 어댑터에 따라 필요한 vNIC
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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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vNIC에 대한 기본 동작 정책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HW Inherit(HW 상속)가 사용됩
니다.

기본 vNIC 동작 정책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루트 조직에서만 vNIC 동작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위 조직에서는 기본 vNIC 동작 정책을 구
성할 수 없습니다.

단계 4

Default vNIC Behavior(기본 vNIC 동작)를 클릭합니다.

단계 5

General(일반) 탭 Properties(속성) 영역의 Action(작업) 필드에서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
니다.
• None(없음)—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기본 vNIC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vNIC가 명시적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 HW Inherit(HW 상속)—서비스 프로필에서 vNIC가 필요한데 명시적으로 정의된 게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에 설치된 어댑터에 따라 필요한 vNIC
를 생성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LAN 연결 정책 구성
LAN 및 SAN 연결 정책
연결 정책은 네트워크의 서버 및 LAN 또는 SAN 간의 연결 및 네트워크 통신 리소스를 결정합니다.
이 정책에서는 서버에 MAC 주소, WWN, WWPN을 지정하고 서버가 네트워크 통신에 사용할 vNIC
및 vHBA를 식별하는 데 풀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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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결 정책에 고정 ID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책은 서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포함되며 여러 서버를 구성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LAN 및 SAN 연결 정책에 필요한 권한
연결 정책은 네트워크 또는 스토리지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연결을 통해 서비
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결 정책
을 생성하려면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연결 정책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
연결 정책은 다른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과 동일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다음
권한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admin—LAN 및 SAN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ls-server—LAN 및 SAN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ls-network—LAN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ls-storage—SAN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 정책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권한
연결 정책이 생성되면 ls-compute 권한의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s-compute 권한만 있는 사용자는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 정책 간의 상호 작용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LAN 및 SAN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프로필에 참조된 LAN 및 SAN 연결 정책
• 서비스 프로필에 생성된 로컬 vNIC 및 vHBA
• 로컬 vNIC 및 SAN 연결 정책
• 로컬 vHBA 및 LAN 연결 정책
Cisco UCS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에서 연결 정책과 로컬 vNIC 및 vHBA 컨피그레이션을 상호 배타적
으로 유지합니다. 연결 정책과 로컬에서 생성된 vNIC 또는 vHBA를 조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프로
필에 LAN 연결 정책을 포함할 경우 기존의 모든 vNIC 컨피그레이션이 지워지며, SAN 연결 정책을
포함할 경우 해당 서비스 프로필에서 기존의 모든 vHBA 컨피그레이션이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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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연결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LAN Connectivity Policies(LAN 연결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LAN
Connectivity Policy(LAN 연결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LAN Connectivity Policy(LAN 연결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이름과 선택 사항인 설명을 입
력합니다.

단계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LAN 연결 정책에 vNIC를 추가하려면 7단계로 진행합니다.
• LAN 연결 정책에 iSCSI vNIC를 추가하고 서버에서 iSCSI 부팅을 사용하려면 8단계로 진행합니
다.

단계 7

vNIC를 추가하려면 덧셈 기호 옆의 Add(추가)를 클릭하고 Create vNIC(vNIC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a) Create vNIC(vNIC 생성)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입력하고 MAC Address Assignment(MAC 주소
지정)를 선택하고 기존 vNIC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Use vNIC Template(vNIC 템플릿 사용) 확인란
을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MAC 풀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b) Fabric ID(패브릭 ID)를 선택하고 사용하려는 VLAN을 선택한 다음 MTU를 입력하고 Pin Group(핀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VLAN 및 LAN 핀 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Nexus 1000V Series Switch를 사용하는 경우 트래픽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VLAN
1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vNIC에서 기본 VLAN 1 설정을 변경하면 포트가 켜지
고 꺼지기 때문입니다. VPC(Virtual Private Cloud) 보조 포트에서 기본 VLAN 설정을 변경
한 다음 VPC에서 기본 포트를 변경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c) Operational Parameters(작동 매개변수) 영역에서 Stats Threshold Policy(통계 임계값 정책)를 선
택합니다.
d) Adapter Performance Profile(어댑터 성능 프로필) 영역에서 Adapter Policy(어댑터 정책), QoS
참고

Policy(QoS 정책), Network Control Policy(네트워크 제어 정책)를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이더넷 어댑터 정책, QoS 정책, 네트워크 제어 정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e) Connection Policies(연결 정책) 영역에서 Dynamic vNIC(동적 vNIC), usNIC 또는 VMQ 라디오 버
튼을 선택하고 해당 정책을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동적 vNIC, usNIC 또는 VMQ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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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8

서버에서 iSCSI 부팅을 사용하려는 경우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Add iSCSI vNICs(iSCSI vNIC 추
가) 모음을 확장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테이블 아이콘 모음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b) Create iSCSI vNIC(iSCSI vNIC 생성) 대화 상자에서 Name(이름)을 입력하고 Overlay vNIC(오버
레이 vNIC), iSCSI Adapter Policy(iSCSI 어댑터 정책), VLAN을 선택합니다.
또한 이 영역에서 iSCSI 어댑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 및 Cisco UCS VIC-1240 Virtual Interface Card의 경
우 지정하는 VLAN이 오버레이 vNIC의 네이티브 VLAN과 동일해야 합니다.
Cisco UCS M51KR-B Broadcom BCM57711 어댑터의 경우 오버레이 vNIC에 지정된 어떤
VLAN도 가능합니다.

c) iSCSI MAC Address(iSCSI MAC 주소) 영역의 MAC Address Assignment(MAC 주소 지정) 드롭
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MAC 주소를 미지정 상태로 둡니다. Select (None used by default)를 선택합니다. 이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될 서버가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 또는 Cisco UCS VIC-1240
Virtual Interface Card를 포함할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중요

이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될 서버가 Cisco UCS NIC M51KR-B를 포함할 경우 MAC 주
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 특정 MAC 주소. 00:25:B5:XX:XX:XX를 선택하고 MAC Address(MAC 주소) 필드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주소가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려면 해당 링크를 클릭합니다.
• 풀의 MAC 주소. 목록에서 풀 이름을 선택합니다. 각 풀 이름 다음에는 한 쌍의 숫자가 괄호
로 묶여 표시됩니다. 첫 숫자는 풀에 있는 사용 가능한 MAC 주소의 개수이며, 두 번째는 풀
에 있는 MAC의 총 개수입니다.
이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된 경우 풀 범주가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
다. 도메인 풀은 Cisco UCS domain 로컬에서 정의되고 전역 풀은 Cisco UCS Central에서 정의
됩니다.
d) (선택 사항) 모든 서비스 프로필에서 사용 가능한 MAC 풀을 만들려면 Create MAC Pool(MAC
풀 생성)을 클릭하고 Create MAC Pool(MAC 풀 생성) 마법사의 필드를 완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AC 풀 생성, 28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9

정책에 대해 필요한 모든 vNIC 또는 iSCSI vNIC를 생성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정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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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연결 정책에 대한 vNIC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LAN Connectivity Policies(LAN 연결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vNIC를 추가할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vNICs 테이블의 아이콘 모음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reate vNIC(vNIC 생성)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입력하고 MAC Address Assignment(MAC 주소 지
정)를 선택하고 기존 vNIC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Use vNIC Template(vNIC 템플릿 사용)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MAC 풀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8

Fabric ID(패브릭 ID)를 선택하고 사용하려는 VLAN을 선택한 다음 MTU를 입력하고 Pin Group(핀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VLAN 및 LAN 핀 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9

Operational Parameters(작동 매개변수) 영역에서 Stats Threshold Policy(통계 임계값 정책)를 선택
합니다.

단계 10 Adapter Performance Profile(어댑터 성능 프로필) 영역에서 Adapter Policy(어댑터 정책), QoS Policy(QoS
정책), Network Control Policy(네트워크 제어 정책)를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이더넷 어댑터 정책, QoS 정책, 네트워크 제어 정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11 Connection Policies(연결 정책) 영역에서 Dynamic vNIC(동적 vNIC), usNIC 또는 VMQ 라디오 버튼
을 선택하고 해당 정책을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동적 vNIC, usNIC 또는 VMQ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12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3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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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연결 정책에서 vNIC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LAN Connectivity Policies(LAN 연결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vNIC를 삭제할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vNICs 테이블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삭제할 vNIC를 클릭합니다.
b) 아이콘 모음에서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LAN 연결 정책에 대한 iSCSI vNIC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LAN Connectivity Policies(LAN 연결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SCSI vNIC를 추가할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dd iSCSI vNICs 테이블의 아이콘 모음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reate iSCSI vNIC(iSCSI vNIC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iSCSI vNIC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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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Overlay vNIC(오버레이 vNIC)
드롭다운 목록

이 iSCSI vNIC와 연결된 LAN vNIC(있는 경우).

iSCSI Adapter Policy(iSCSI 어
댑터 정책) 드롭다운 목록

이 iSCSI vNIC와 연결된 iSCSI 어댑터(있는 경우).

Create iSCSI Adapter
모든 iSCSI vNI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iSCSI 어댑터 정책을 생성
Policy(iSCSI 어댑터 정책 생성) 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링크
VLAN 드롭다운 목록

이 iSCSI vNIC와 연결된 가상 VLAN. 기본 VLAN은 default입니다.
참고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 및 Cisco UCS
VIC-1240 Virtual Interface Card의 경우 지정하는 VLAN이
오버레이 vNIC의 네이티브 VLAN과 동일해야 합니다.
Cisco UCS M51KR-B Broadcom BCM57711 어댑터의 경우
오버레이 vNIC에 지정된 어떤 VLAN도 가능합니다.

단계 8

iSCSI MAC Address(iSCSI MAC 주소) 영역의 MAC Address Assignment(MAC 주소 지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MAC 주소를 미지정 상태로 둡니다. Select (None used by default)를 선택합니다. 이 서비스 프로
필과 연결될 서버가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 또는 Cisco UCS VIC-1240 Virtual
Interface Card를 포함할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중요

이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될 서버가 Cisco UCS NIC M51KR-B를 포함할 경우 MAC 주소
를 지정해야 합니다.

• 특정 MAC 주소. 00:25:B5:XX:XX:XX를 선택하고 MAC Address(MAC 주소) 필드에 주소를 입
력합니다. 이 주소가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려면 해당 링크를 클릭합니다.
• 풀의 MAC 주소. 목록에서 풀 이름을 선택합니다. 각 풀 이름 다음에는 한 쌍의 숫자가 괄호로
묶여 표시됩니다. 첫 숫자는 풀에 있는 사용 가능한 MAC 주소의 개수이며, 두 번째는 풀에 있는
MAC의 총 개수입니다.
이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된 경우 풀 범주가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도메인 풀은 Cisco UCS domain 로컬에서 정의되고 전역 풀은 Cisco UCS Central에서 정의됩니
다.
단계 9

(선택 사항) 모든 서비스 프로필에서 사용 가능한 MAC 풀을 만들려면 Create MAC Pool(MAC 풀 생
성)을 클릭하고 Create MAC Pool(MAC 풀 생성) 마법사의 필드를 완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AC 풀 생성, 283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10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1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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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연결 정책에 대한 iSCSI vNIC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LAN Connectivity Policies(LAN 연결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SCSI vNIC를 삭제할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dd iSCSI vNICs(iSCSI vNIC 추가) 테이블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삭제할 iSCSI vNIC를 클릭합니다.
b) 아이콘 모음에서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LAN 연결 정책 삭제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된 LAN 연결 정책을 삭제할 경우 그 서비스 프로필의 모든 vNIC 및 iSCSI vNIC
도 삭제되며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의 LAN 데이터 트래픽이 중단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LAN Connectivity Policies(LAN 연결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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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제어 정책 구성
네트워크 제어 정책
이 정책은 다음을 포함하여 Cisco UCS domain에 대한 네트워크 제어 설정을 구성합니다.
• CDP(Cisco Discovery Protocol)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여부
• 엔드-호스트 모드에서 사용 가능한 업링크 포트가 없을 경우 VIF(virtual interface)의 동작
• 연결된 보더 포트가 실패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원격 이더넷 인터페이스, vEthernet 인
터페이스 또는 vFibre Channel 인터페이스에 대해 수행하는 작업
• 서버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패킷을 보낼 때 다양한 MAC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vNIC별로 아니면 모든 vNIC에 대해 MAC 등록이 수행되는지 여부
업링크 실패 시 조치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제어 정책의 Action on Uplink Fail(업링크 실패 시 조치) 속성은 link-down의 값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와 같은 어댑터의 경우, 연결된 보더
포트가 실패하면 Cisco UCS Manager에서 vEthernet 또는 vFibre Channel 인터페이스를 중단시키는 것
이 기본 동작입니다. Cisco UCS CNA M72KR-Q, Cisco UCS CNA M72KR-E와 같이 이더넷 및 FCoE
트래픽을 모두 지원하는 non-VM-FEX 가능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하는 Cisco UCS 시스템
의 경우 연결된 보더 포트가 실패하면 Cisco UCS Manager에서 원격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중단시키
는 것이 기본 동작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원격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바인딩된 모든 vFibre Channel
인터페이스도 중단됩니다.

참고

여기서 말한 이러한 유형의 non-VM-FEX 가능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가 구현에 포함되었고
어댑터가 이더넷 및 FCoE 트래픽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경우 Action on Uplink Fail 속성에 warning
값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보더 포트가 중단되었을 때 이더넷 티밍
드라이버에서 링크 오류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MAC등록 모드
MAC 주소는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VLAN에만 설치되므로 대개의 구현에서 VLAN 포트 수가 극대화
됩니다.

참고

트렁킹 드라이버가 호스트에서 실행 중이고 인터페이스가 프로미스큐어스 모드일 경우 Mac 등
록 모드를 모든 VLAN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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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인터커넥트 vEthernet 인터페이스에 대한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구
성
Cisco UCS Manager Release 2.2.4에서는 vEthernet 인터페이스에서 LLDP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LAN 업링크 네이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UCS 시스
템에 연결된 LAN의 토폴로지를 학습할 때 그리고 FI(Fabric Interconnect)의 네트워크 연결 문제를 진
단할 때 유용합니다. UCS 시스템의 FI는 LAN 연결을 위해 LAN 업링크 스위치에, 스토리지 연결을
위해서는 SAN 업링크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Cisco UCS와 Cisco ACI(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를 함께 사용할 경우 FI의 LAN 업링크가 ACI 리프 노드에 연결됩니다. vEthernet 인터페이스에서
LLDP를 활성화하면 APIC(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에서 vCenter를 이용하여 FI에 연
결된 서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검색을 허용하기 위해 IEEE 802.1ab 표준에 정의된 벤더 중립적인 디
바이스 검색 프로토콜인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가 도입되었습니다. LLDP는 단방향 프
로토콜이며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네트워크의 다른 디바이스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광고할 수 있
게 합니다. LLDP는 디바이스와 그 인터페이스의 기능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송합니다. LLDP
디바이스는 다른 LLDP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얻을 때만 이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서 vNIC에 적용되는 NCP(Network Control Policy)에 따라 vEthernet 인터페이스에서
LLDP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제어 정책 생성
Emulex Converged Network Adapter(N20-AE0102)를 위한 MAC 주소 기반 포트 보안은 지원되지 않습
니다. MAC 주소 기반 포트 보안이 활성화되면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처음 인식한 MAC 주소를 포함
하는 패킷으로 트래픽을 제한합니다. 이는 FCoE Initialization Protocol 패킷에 쓰이는 소스 MAC 주소
와 이더넷 패킷의 MAC 주소 중에서 어댑터가 먼저 전송하는 쪽입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 때문에
FCoE 또는 이더넷 패킷 중 하나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Network Control Policies(네트워크 제어 정책)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Network Control Policy(네트워크 제어 정책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Network Control Policy(네트워크 제어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필수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6

LLDP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인터페이스에서 LLDP 패킷의 전송을 활성화하려면 Transmit(전송) 필드에서 Enabled(활성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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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터페이스에서 LLDP 패킷의 수신을 활성화하려면 Receive 필드에서 Enabled를 클릭합니다.
단계 7

MAC Security(MAC 보안)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하여 서버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패킷을 보낼
때 각기 다른 MAC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a) Expand 아이콘을 클릭하여 영역을 확장하고 라디오 버튼을 표시합니다.
b)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여 서버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패킷이 전송될 때 변조 MAC
주소가 허용될지 아니면 거부될지 결정합니다.
• Allow(허용)— 모든 서버 패킷이 그 패킷과 연결된 MAC 주소에 상관없이 패브릭 인터커넥
트에 의해 허용됩니다.
• Deny(거부)— 첫 패킷이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전송된 후 나머지 모든 패킷은 동일한 MAC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이 옵
션이 유효할 경우 연결된 vNIC에 대한 포트 보안이 활성화됩니다.
연결된 서버에서 VMware ESX를 설치할 계획이라면 기본 vNIC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제어 정책
에 대해 MAC Security를 allow로 구성해야 합니다. MAC Security에서 allow를 구성하지 않으면
ESX 설치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MAC 보안은 단 하나의 MAC 주소만 허용하지만 설치 과정에서
둘 이상의 MAC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제어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Network Control Policies(네트워크 제어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멀티캐스트 정책 구성
멀티캐스트 정책
이 정책은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스누핑 및 IGMP 쿼리 발송기를 구성하는 데 쓰
입니다. IGMP 스누핑은 특정 멀티캐스트 전송에 포함해야 할 VLAN 호스트를 동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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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VLAN과 연결 가능한 멀티캐스트 정책을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멀티캐스트
정책이 수정되면 그 멀티캐스트 정책과 연결된 모든 VLAN이 재처리되어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IGMP 스누핑이 활성화되어 있고 IGMP 쿼리 발송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프라이
빗 VLAN의 경우 Cisco NX-OS 포워딩 구현 때문에 기본 VLAN에 대해 멀티캐스트 정책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연결된 격리 VLAN에 대해서는 설정 불가합니다.
Cisco UCS 61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및 62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멀티캐스트 정책에
다음 제한이 적용됩니다.
• Cisco UCS 도메인에 61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만 있을 경우 로컬 VLAN 또는 전역 VLAN
에 대해 기본 멀티캐스트 정책만 허용됩니다.
• Cisco UCS 도메인에 61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1개와 62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1개
가 있을 경우
• 61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로컬 VLAN에는 기본 멀티캐스트 정책만 허용됩니다.
• 62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는 기본 멀티캐스트 정책과 함께 사용자 정의 멀티캐
스트 정책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에 포함된 61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제한에 따라) 전역 VLAN에는 기본
멀티캐스트 정책만 허용됩니다.
• Cisco UCS 도메인에 62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만 있을 경우 어떤 멀티캐스트 정책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멀티캐스트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Multicast Policies(멀티캐스트 정책)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Multicast
Policy(멀티캐스트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Multicast Policy(멀티캐스트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이름 및 IGMP 스누핑 정보를 지정합
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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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캐스트 정책 수정
이 절차에서는 IGMP 스누핑 상태 및 기존 멀티캐스트 정책의 ITMP 스누핑 쿼리 상태를 변경하는 방
법을 설명합니다.

참고

멀니캐스트 정책이 생성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수정할 정책을 클릭합니다.

단계 5

작업 영역에서 필요에 따라 필드를 수정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멀티캐스트 정책 삭제
참고

VLAN에 비 기본 (사용자 정의) 멀티캐스트 정책을 지정했다가 그 멀티캐스트 정책을 삭제할 경
우 연결된 VLAN은 삭제된 정책이 재생성될 때까지 기본 멀티캐스트 정책의 멀티캐스트 정책 설
정을 상속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Multicast Policies(멀티캐스트 정책)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 Multicast Policy(멀
티캐스트 정책 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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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P 정책 구성
LACP 정책
링크 어그리게이션은 여러 네트워크 연결을 병렬로 통합하여 처리량을 늘리고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LACP(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는 이 링크 어그리게이션 그룹에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LACP 정책을 사용하여 LACP 속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ACP 정책에 대해 다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Suspended-individual: LACP를 위해 업스트림 스위치에서 포트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패킷 전달을 위해 모든 포트를 업링크 이더넷 포트로 간주합니다. 루프를 방지하
기 위해 LACP 포트를 일시 중단 상태에 둘 수 있습니다. LACP와의 포트 채널에서
suspend-individual을 설정할 경우, 포트 채널에 속한 포트가 피어 포트로부터 PDU를 수신하지
않으면 일시 중단 상태가 됩니다.
• 타이머 값: rate-fast 또는 rate-normal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rate-fast 컨피그레이션에서는 포트가
피어 포트로부터 1초마다 1개의 PDU를 수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서 시간 초과는 3초입
니다. rate-normal 컨피그레이션에서는 포트가 30초마다 1개의 PDU를 수신할 것으로 기대합니
다. 여기서 시간 초과는 90초입니다.
시스템 시작 시 기본 LACP 정책이 생성됩니다. 이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포트 채널에 하나의 LACP 정책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LACP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LACP Policies(LACP 정책) 탭을 클릭하고 + 기호를 클릭합니다.

단계 5

Create LACP Policy(LACP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필수 필드를 작성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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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P 정책 수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의 LACP Policies(LACP 정책) 탭에서 수정할 정책을 클릭합니다.

단계 5

오른쪽의 Properties(속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6

Properties(속성)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변경을 수행하고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UDLD 링크 정책 구성
UDLD 이해
UDLD(UniDirectional Link Detection)는 레이어 2 프로토콜이며 광섬유 또는 TP(twisted-pair)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케이블의 물리적 컨피그레이션을 모니터링하고 단방향 링크 유
무를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연결된 디바이스가 UDLD를 지원해야 이 프로토콜에서 성공적으
로 단방향 링크를 식별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UDLD에서 단방향 링크를 감지하면 이 링크를
단방향으로 표시합니다. 단방향 링크는 스패닝 트리 토폴로지 루프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UDLD가 레이어 1 메커니즘과 연동하여 링크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레이어 1에서는 자동 협
상을 통해 물리적 신호 처리와 장애 탐지가 처리됩니다. UDLD는 네이버의 ID를 탐지하고 잘못 연결
된 인터페이스를 종료하는 등 자동 협상을 통해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동 협상과 UDLD
를 모두 활성화할 경우 레이어 1 및 레이어 2 감지가 연동하여 물리적/논리적 단방향 연결 및 기타 프
로토콜 오작동을 방지합니다.
로컬 디바이스에서 보낸 트래픽을 네이버에서 수신하지만 그 네이버에서 보낸 트래픽을 로컬 디바
이스에서 수신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단방향 링크가 생겨납니다.
운영 모드
UDLD는 2가지 운영 모드를 지원합니다. 일반(기본) 모드와 적극 모드입니다. 일반 모드의 UDLD는
광섬유 연결의 잘못 연결된 인터페이스에서 비롯된 단방향 링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적극 모드의
UDLD는 광섬유 및 TP 링크의 단방향 트래픽 그리고 광섬유 링크의 잘못 연결된 인터페이스로 인한
단방향 링크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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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드의 UDLD는 광섬유 인터페이스의 파이버 선이 잘못 연결된 경우의 단방향 링크를 감지하
며, 레이어 1 메커니즘에서는 이러한 연결 오류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올바르게 연결
되었지만 트래픽이 단방향일 경우 UDLD는 이 단방향 링크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감지해
야 할 레이어 1 메커니즘에서 감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논리적 링크가 미확인으로 간주되
고 UDLD에서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하지 않습니다. UDLD가 일반 모드일 경우 쌍을 이루는 파이버
선 하나가 연결 해제되고 자동 협상이 활성 상태라면 링크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레이어 1 메커니즘
에서 이 링크의 물리적 상태를 감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UDLD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논리적 링크는 미확인으로 간주됩니다.
UDLD 적극 모드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UDLD 적극 모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디바
이스 간의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에서만 UDLD 적극 모드를 구성합니다. UDLD 적극 모드가 활성화
된 경우 UDLD 네이버 관계가 설정된 양방향 링크의 포트가 UDLD 패킷 수신을 중단하면 UDLD는
네이버와의 연결을 재설정하려 시도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해당 포트를 종료합니다. 적극 모드의
UDLD는 두 디바이스 간에 어떤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에서도 단방향 링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문제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도 단방향 링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 광섬유 또는 TP 링크에서 인터페이스 중 하나가 트래픽을 보내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광섬유 또는 TP 링크에서 인터페이스 중 하나가 중단되었는데 나머지 인터페이스는 활성 상태
입니다.
• 케이블의 파이버 선 중 하나가 연결 해제되었습니다.
단방향 링크 감지 방법
UDLD는 2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 네이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UDLD가 각 디바이스에 네이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자 정기적으로 모든 활성 인터페
이스에서 hello 패킷(광고 또는 프로브라고도 함)을 보내 다른 UDLD 지원 네이버에 대해 학습합
니다. 스위치는 hello 메시지를 수신하면 유효 기간(대기 시간 또는 TTL(time-to-live))이 만료될
때까지 정보를 캐시에 저장합니다. 기존 캐시 항목의 유효 기한 이전에 스위치에서 새 hello 메
시지를 수신할 경우 스위치는 오래된 항목을 새 항목으로 대체합니다.
UDLD는 인터페이스가 비활성 상태이고 UDLD가 실행 중일 때, UDLD가 인터페이스에서 비활
성화되었을 때 또는 스위치가 재설정되었을 때 반드시 컨피그레이션 변경의 적용 대상인 인터
페이스에 대한 기존 캐시 항목을 모두 지웁니다. UDLD는 네이버에 하나 이상의 메시지를 보내
상태 변경의 영향을 받는 캐시 부분을 비우게 합니다. 이는 캐시를 동기화 상태로 유지하기 위
한 메시지입니다.
• 이벤트 기반 감지 및 에코
UDLD는 에코를 감지 메커니즘으로 사용합니다. UDLD 디바이스가 새 네이버에 대해 알게 되
거나 비동기 상태의 네이버로부터 재동기화 요청을 수신할 때마다 연결의 이쪽에서 감지 윈도
우를 재시작하고 에코 메시지를 보내 응답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모든 UDLD 네이버에서 동일
하므로 에코 발신자는 응답으로 에코를 수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지 윈도우가 끝났는데 유효한 회신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UDLD 모드에 따라 링크가 종료
될 수 있습니다. UDLD가 일반 모드일 때 링크는 미확인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UDLD가 적극 모드일 때는 링크는 단방향으로 간주되고 인터페이스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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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드의 UDLD가 광고 또는 감지 단계에 있고 모든 네이버 캐시 항목이 만료된 경우, UDLD는 링
크 시작 시퀀스를 재시작하여 동기화되지 않은 네이버가 있다면 다시 동기화합니다.
포트의 모든 네이버가 광고 또는 감지 단계에서 만료되었을 때 적극 모드를 활성화하면 UDLD는 링
크 시작 시퀀스를 재시작하여 동기화되지 않았을 모든 네이버와 다시 동기화합니다. 급행 메시지 이
후에 링크가 여전히 미확인 상태일 경우 UDLD에서 포트를 종료합니다.

UDLD 컨피그레이션 지침
UDLD 구성 시 다음 지침 및 권장 사항이 적용됩니다.
• 또한 UDLD 가능 인터페이스는 다른 스위치의 UDLD 불가 포트와 연결될 경우 단방향 링크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 모드(일반 또는 적극)를 구성할 때 링크의 양쪽에서 동일한 모드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 UDLD는 UDLD 가능 디바이스에 연결된 인터페이스에서만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음 인터페이
스 유형이 지원됩니다.
◦ 이더넷 업링크
◦ FCoE 업링크
◦ 이더넷 업링크 포트 채널 멤버
◦ FCoE 업링크 포트 채널 멤버

링크 프로필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ink Profile(링크 프로필)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Link Profile(링크 프로필
만들기)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Link Profile(링크 프로필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이름 및 UDLD 링크 정책을 지정합니다.

단계 5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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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LD 링크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UDLD Link Policy(UDLD 링크 정책)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UDLD Link
Policy(UDLD 링크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UDLD Link Policy(UDLD 링크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이름, 관리 상태, 모드를 지정합니
다.

단계 5

OK(확인)를 클릭합니다.

UDLD 시스템 설정 수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 > LAN Cloud(L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 > root(루트)를 확장합니다.

단계 4

Link Protocol Policy(링크 프로토콜 정책) 노드를 확장하고 UDLD System Settings(UDLD 시스템 설
정)를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필요에 따라 필드를 수정합니다.

단계 7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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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채널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링크 프로필 지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 > Fabric(패브릭) > Port Channels(포트 채널)를 확장
합니다.

단계 3

포트 채널 노드를 확장하고 링크 프로필을 지정할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지정할 링크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업링크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링크 프로필 지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LAN Cloud(LAN 클라우드) > Fabric(패브릭) > Uplink Eth Interfaces(업링크 이
더넷 인터페이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링크 프로필을 지정하려는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지정할 링크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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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채널 FCoE 인터페이스에 링크 프로필 지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 > Fabric(패브릭) > FCoE Port Channels(FCoE 포트
채널)를 확장합니다.

단계 3

FCoE 포트 채널 노드를 확장하고 링크 프로필을 지정할 FCoE 인터페이스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지정할 링크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업링크 FCoE 인터페이스에 링크 프로필 지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 > Fabric(패브릭) > Uplink FC Interfaces(업링크 FC
인터페이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링크 프로필을 지정하려는 FC0E 인터페이스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지정할 링크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VMQ 연결 정책 구성
VMQ 연결 정책
Cisco UCS Manager에서는 vNIC에 대한 VMQ 연결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VMQ는 전체 관리 운
영 체제의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VMQ vNIC 연결 정책을 구성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
니다.
• VMQ 연결 정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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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프로필에 고정 vNIC 생성
• vNIC에 VMQ 연결 정책 적용
서버에 대한 서비스 프로필에서 VMQ vNIC를 구성하려는 경우 서버의 어댑터 하나 이상에서 VMQ
를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 어댑터 중 하나 이상이 서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UCS-VIC-M82-8P
• UCSB-MLOM-40G-01
• UCSC-PCIE-CSC-02
다음은 VMQ에서 지원되는 운영 체제입니다.
• Windows 2012
• Windows 2012R2
서비스 프로필에서 한 번에 하나의 vNIC 연결 정책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vNIC에 대해 Dynamic,
usNIC, VMQ 연결 정책의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서 VMQ vNIC가
구성된 경우 다음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 BIOS 정책에서 SRIOV를 선택합니다.
• 어댑터 정책에서 Windows를 선택합니다.

VMQ 연결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VMQ Connection Policies(VMQ 연결 정책)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VMQ
Connection Policy(VMQ 연결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VMQ Connection Policy(VMQ 연결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인터럽트 수는 서버의 논리 프로세서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예: 32. 64).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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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IC에 가상화 환경 설정 지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target service profile(대상 서비스 프로필) > root(루트) > vNICs
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 속성을 표시할 vNIC 이름을 클릭합니다.

단계 4

Connection Policies(연결 정책) 섹션에서 VMQ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드롭다운에서 VMQ Connection
Policy(VMQ 연결 정책)를 선택합니다.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이 vNIC의 Virtualization Preference(가상화 환경 설정)가 VMQ로 바뀝니
다.

동일한 vNIC에서 VMQ 및 NVGRE 오프로딩 활성화
동일한 vNIC에서 VMQ 및 NVGRE 오프로딩을 활성화하려면 아래 표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참고

현재는 VMQ와 VXLAN이 동일한 vNIC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작업

설명

확인

일반 NVGRE 오프로딩 활성화

지정된 vNIC와 연결된 어댑터
프로필에서 해당 플래그를 설정
하는 방법으로 이 작업을 수행합
니다.

NVGRE와의 스테이트리스 오프
로드를 활성화하도록 이더넷 어
댑터 정책 구성, 309 페이지

참고

VMQ 활성화

vNIC에 NVGRE 어댑터 정책 적
NVGRE 오프로딩이 수 용
행되려면 체크섬 오프로
드 및 TSO 전송이 활성
화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vNIC를 추가할 VMQ 연결 정책 생성, 332 페이
때 알맞은 연결 정책을 설정하는 지
방법으로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vNIC에 가상화 환경 설정 지정,
3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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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Queue
NetQueue 정보
NetQueue는 네트워크 어댑터에 다중 수신 큐를 제공하여 트래픽 성능을 높입니다. 이러한 큐를 통해
개별 가장 머신과 연결된 데이터 인터럽트 처리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NetQueue는 VMware ESXi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서버에서 지원됩니다.

NetQueue 구성
절차
단계 1

VMQ(Virtual Machine Queue) 연결 정책을 생성합니다.

단계 2

VMQ 연결 정책을 선택하여 서비스 프로필에 NetQueue를 구성합니다.
NetQueue를 구성하는 동안 다음을 사용합니다.
• 기본 링 크기는 rx512, tx256입니다.
• 각 vNIC의 인터럽트 수는 VMQ 수 x 2 + 2입니다.
참고

인터럽트 수는 활성화된 NetQueue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
다.

• 표준 프레임 컨피그레이션에서 드라이버는 포트당 최대 16개의 NetQueue를 지원합니다.
참고

VMware에서는 표준 프레임 컨피그레이션에 포트당 최대 8개의 NetQueue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NetQueue는 MSIX 시스템에서만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1GB NIC에서는 NetQueue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단계 3

NetQueue에 대한 어댑터 정책에서 MSIX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단계 4

서비스 프로필을 서버와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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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레이어 2 네트워크, 335 페이지
•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레이어 2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지침, 336 페이지
•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한 피닝 지침, 338 페이지
•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한 Cisco UCS 구성, 339 페이지
•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한 VLAN 생성, 340 페이지
• VLAN에 포트 및 포트 채널 지정, 341 페이지
• VLAN에서 포트 및 포트 채널 제거, 343 페이지
• VLAN에 지정된 포트 및 포트 채널 보기, 344 페이지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레이어 2 네트워크
절대 연결되지 않지만 동일한 Cisco UCS domain에 위치한 서버 또는 가상 머신에서 액세스해야 하는
둘 이상의 이더넷 "클라우드"가 있을 경우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레이어 2 네트워크(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할 경우 디스조인트 L2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 서버 또는 가상 머신에서 공용 네트워크 및 백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합니다.
• 멀티테넌트 시스템에서 둘 이상의 고객을 위한 서버 또는 가상 머신이 동일한 Cisco UCS domain
에 위치하고 두 고객 모두를 위해 L2 네트워크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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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본적으로 Cisco UCS의 데이터 트래픽은 상호 포함의 원칙을 따릅니다. 모든 VLAN 및 업스트
림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이 모든 업링크 포트 및 포트 채널을 지납니다.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레이어 2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릴리스로부터 업그레이드한 경우 VLAN에 알맞은 업링크 인
터페이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VLAN에 대한 트래픽이 계속 모든 업링크 포트
및 포트 채널을 지나게 됩니다.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은 선택적 제외의 원칙을 따릅니다. 디스조인트 네트
워크의 일부로 지정된 VLAN에 대한 트래픽은 해당 VLAN에 특별히 지정된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
는 포트 채널만 지날 수 있으며 기타 업링크 포트 및 포트 채널에서는 선택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
나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VLAN에 대한 트래픽은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을 전달하는 업링크 포트 및 포트 채널을 포함하여 여전히 모든 업링크 포
트 및 포트 채널을 지날 수 있습니다.
Cisco UCS에서 VLAN은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입니다.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설계할 경우 VLAN에 업링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 반대는 아닙
니다.
지원되는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의 최대 개수에 대해서는 Cisco UCS Manager를 위한 Cisco
UCS 컨피그레이션 제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레이어 2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지침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계획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더넷 스위칭 모드는 엔드-호스트 모드여야 합니다.
Cisco UCS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이더넷 스위칭 모드가 엔드-호스트 모드에 대해 구성된 경우에만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이더넷 스위칭 모드가 스위치 모드일
경우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고가용성을 위해 대칭 컨피그레이션이 권장됩니다.
Cisco UCS domain이 2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사용하여 고가용성으로 구성될 경우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동일한 VLAN 세트로 구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업링크 이더넷 포트 및 포트 채널에 대한 VLAN 유효성 검사가 동일합니다.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쓰이는 VLAN이 구성되어 업링크 포트 또는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이 VLAN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VLAN
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 서버의 Status Details(상태 세부 사항) 영역에 컨피그레이션 경고를 표시합니다.
• 포트 또는 포트 채널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무시하고 해당 VLAN의 모든 트래픽을 폐기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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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업링크 이더넷 포트 및 포트 채널에 대한 유효성 기준이 동일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양쪽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중복 VLAN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Cisco UCS는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서 중복 VLAN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각 VLAN은 하나의 업
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도메인에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각 vNIC는 하나의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와만 통신할 수 있습니다.
vNIC는 하나의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와만 통신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여러 디스조인트 L2 네트워
크와 통신해야 하는 경우 이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vNIC를 구성해야 합니다.
3개 이상의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와 통신하려면 서버에 3개 이상의 vNIC를 지원하는 Cisco VIC 어
댑터가 있어야 합니다.
어플라이언스 포트가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과 동일한 VLAN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어플라이언스 포트가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와 통신하려면 하나 이상의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이 어플라이언스 포트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고 물론 어플라이언스 포트에서 사용하는
VLAN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위한 트래픽을 전달하는
모든 VLAN을 포함한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식별하지 못할 경우 어플라이언스 포트
는 피닝 오류를 겪고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Cisco UCS domain이 ID가 500인 vlan500이라는 이름의 전역 VLAN을 포함합니다. vlan500
은 업링크 이더넷 포트에서 전역 VLAN으로 생성됩니다. 그러나 Cisco UCS Manager는 이 VLAN을
어플라이언스 포트에 배포하지 않습니다. 어플라이언스 포트에 vlan500을 구성하려면 이 어플라이
언스에 대해 ID가 500인 vlan500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VLAN을 생성해야 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의 LAN 탭 Appliances(어플라이언스) 노드에서 또는 Cisco UCS Manager CLI의 eth-storage 영역
에서 이와 같은 중복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VLAN 중복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중복
을 승인합니다. 그러면 Cisco UCS Manager에서 어플라이언스 포트에 대해 중복 VLAN을 생성합니다.
기본 VLAN 1은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에서 명시적으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모든 업링크 포트 및 포트 채널에 기본 VLAN 1을 묵시적으로 지정합니다.
다른 VLAN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Cisco UCS에서는 기본 VLAN 1을 사용하여 모든 업링크 포트 및
포트 채널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참고

Cisco UCS domain에서 VLAN을 구성한 후에는 기본 VLAN 1이 모든 업링크 포트 및 포트 채널에
묵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업링크 포트 또는 포트 채널에 기본 VLAN 1을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링크 포트 또는 포트 채널에서 이를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특정 포트 또는 포트 채널에 기본 VLAN 1을 지정하려 하면 Cisco UCS Manager에서 업데이트 실패
오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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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해 Cisco UCS domain을 구성할 경우, 해당 서버에 대한 모든 데
이터 트래픽이 모든 업링크 이더넷 포트 및 포트 채널을 지나 모든 업스트림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것
을 원치 않는다면 어떤 vNIC도 기본 VLAN 1로 구성하지 마십시오.
양쪽 FI에 대한 VLAN이 동시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전역 VLAN에 포트를 지정할 경우 이 VLAN은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VLAN에 명시적으로 지정
되지 않은 모든 포트에서 제거됩니다. 양쪽 FI의 포트는 동시에 구성되어야 합니다. 포트가 첫 번째
FI에서만 구성될 경우 두 번째 FI의 트래픽이 중단됩니다.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한 피닝 지침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와의 통신에서는 피닝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프트 피닝 또는 하드 피닝을 구현하는 어떤 경우에도 VLAN 멤버십 불일치가 있으면 하나 이상의
VLAN에 대한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소프트 피닝
소프트 피닝은 Cisco UCS의 기본 동작입니다. 소프트 피닝을 구현하려는 경우 vNIC에 대한 핀 대상
을 지정하기 위해 LAN 핀 그룹을 생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Cisco UCS Manager는 VLAN 멤버십
기준에 따라 vNIC를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에 피닝합니다.
소프트 피닝에서는 Cisco UCS Manager가 모든 업링크 이더넷 포트 및 포트 채널의 VLAN 멤버십을
기반으로 하여 어떤 vNIC에서 보낸 데이터 트래픽을 검증합니다.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를 구성한
경우 Cisco UCS Manager는 vNIC의 모든 VLAN에 지정된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vNIC의 모든 VLAN에 구성된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이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링크를 중단시킵니다.
• vNIC의 모든 VLAN에 대한 트래픽을 폐기합니다.
• 다음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 Link Down
◦ VIF Down
Cisco UCS Manager는 VLAN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오류 또는 경보를 발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의 vNIC가 VLAN 101, 102, 103으로 구성됩니다. 인터페이스 1/3은 VLAN 102에만 지
정됩니다. 인터페이스 1/1 및 1/2가 VLAN에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VLANs 101 및
103의 트래픽에 대해 사용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에서는 Cisco UCS domain이 vNIC가
구성된 세 VLAN 모두에 대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는 보더 포트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isco UCS Manager는 vNIC를 중단시키고 vNIC의 세 VLAN 모두에 대한 트래픽을 폐기하고
Link Down 및 VIF Down 오류를 발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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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피닝
하드 피닝은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로 향하는 트래픽에 대해 피닝 대상을 지정하는 데 LAN 핀 그룹
을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한편 피닝 대상이 되는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은 알맞은 디스
조인트 L2 네트워크와 통신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드 피닝에서는 Cisco UCS Manager가 모든 업링크 이더넷 포트 및 포트 채널의 VLAN 멤버십을 기
반으로 하여 어떤 vNIC에서 보낸 데이터 트래픽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LAN 핀 그룹 컨피그레이션이
VLAN 및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반드시 포함하는지 검증합니다. 언제라도 검증이 실
패하면 Cisco UCS Manager는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 Warning(경고) 심각도로 피닝 VLAN 불일치 오류를 발효합니다.
• 해당 VLAN에 대한 트래픽을 폐기합니다.
• 링크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VLAN에 대한 트래픽은 계속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VLAN 177을 사용하는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해 하드 피닝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을 전달하는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로 LAN
핀 그룹을 생성합니다.
• 서비스 프로필의 하나 이상의 vNIC에서 VLAN 177 및 LAN 핀 그룹을 구성합니다.
• LAN 핀 그룹에 포함된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채널에 VLAN 177을 지정합니다.
이 세 지점 중 어디서든 컨피그레이션 오류가 발생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VLAN 177에 대한
VLAN 불일치를 경고하고 이 VLAN에 대한 트래픽만 폐기합니다.

참고

소프트 피닝 컨피그레이션이 변경되어 디스조인트 L2 업링크로 vNIC VLAN이 확인되지 않을 경
우 경고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경고 대화 상자에서는 컨피그레이션을 계속 진행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오류를 유지할 경우 서버 트래픽 성능이 저하됩니다.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한 Cisco UCS 구성
Cisco UCS domain이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와 연결하도록 구성할 경우 다음 단계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컨피그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포트가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 컨피그레이
션을 지원하도록 올바르게 케이블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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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한 VLAN 생성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단계 1

목적

이더넷 엔드-호스트 모드에서 양쪽 패브 이더넷 스위칭 모드가 엔드-호스트 모드여야 Cisco
릭 인터커넥트 모두에 대한 이더넷 스위 UCS에서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와 통
칭 모드를 구성합니다.
신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스위칭 모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2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포트 및 포트 채널 구성, 83 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포트 및 포트 채 오.
널을 구성합니다.

단계 3

알맞은 업링크 이더넷 포트 또는 포트 (선택 사항)
채널에 대해 트래픽 피닝에 필요한 LAN LAN 핀 그룹 구성, 27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핀 그룹을 구성합니다.

단계 4

하나 이상의 VLAN을 생성합니다.

이는 명명된 VLAN 또는 프라이빗 VLAN일 수 있
습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VLAN
Manager에서 VLAN을 생성하고 공통/전역 컨피그
레이션을 통해 이들이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에서 액세스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한 VLAN
생성, 340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5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를 위해 원하는 이 단계가 완료되면 이 VLAN에 대한 트래픽은 지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VLAN에 지정합 정된 포트 및/또는 채널에 대한 트렁크를 통해서
니다.
만 전송될 수 있습니다.
VLAN에 포트 및 포트 채널 지정, 341 페이지

단계 6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와 통신해야 하
는 모든 서버에 대한 서비스 프로필이
올바른 LAN 연결 컨피그레이션을 포함
하여 vNIC에서 알맞은 VLAN에 트래픽
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하나 이상의 vNIC 템플릿을 통해 또는 서비스 프
로필에 대한 네트워킹 옵션을 구성할 때 이 컨피
그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 대한 VLAN 생성
업스트림 디스조인트 L2 네트워크에서는 VLAN 관리자에서 VLAN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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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의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에서 LAN Uplinks Manager(LAN 업링크 관리자) 링
크를 클릭합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가 별도의 창에 열립니다.

단계 4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VLANs > VLAN Manager(VLAN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어떤 하위 탭에서도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ll(모두) 하위 탭을 사용할 경우 구성된 모
든 VLAN을 테이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계 5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6

Create VLANs(VLAN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필수 필드를 지정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3968 ~ 4047의 ID로 VLAN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의 VLAN ID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단계 7

추가 VLAN을 생성하려면 6단계와 7단계를 반복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VLAN에 포트 및 포트 채널을 지정합니다.

VLAN에 포트 및 포트 채널 지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의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에서 LAN Uplinks Manager(LAN 업링크 관리자) 링
크를 클릭합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가 별도의 창에 열립니다.

단계 4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VLANs > VLAN Manager(VLAN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어떤 하위 탭에서도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ll(모두) 하위 탭을 사용할 경우 구성된 모
든 VLAN을 테이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계 5

해당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포트 및 포트 채널을 구성하려면 다음 하위 탭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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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

하위 탭

설명

Fabric A

패브릭 인터커넥트 A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포트, 포트 채널, VLAN을
표시합니다.

Fabric B

패브릭 인터커넥트 B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포트, 포트 채널, VLAN을
표시합니다.

Ports and Port Channels(포트 및 포트 채널) 테이블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업링크 이더넷 포트 채널을 VLAN에 지정하려면 Port Channels(포트 채널) 노드를 확장하고
VLAN에 지정할 포트 채널을 클릭합니다.
• 업링크 이더넷 포트를 VLAN에 지정하려면 Uplink Interfaces(업링크 인터페이스) 노드를 확장
하고 VLAN에 지정할 포트를 클릭합니다.
Ctrl 키를 누르고 여러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클릭하여 동일한 VLAN 또는 VLAN 모음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7

필요하다면 VLANs 테이블에서 알맞은 노드를 확장하여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지정할 VLAN을 클
릭합니다.
Ctrl 키를 누르고 여러 VLAN을 클릭하여 이 VLAN에 동일한 포트 및/또는 포트 채널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단계 8

Add to VLAN/VLAN Group(VLAN/VLAN 그룹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9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동일한 패브릭에 있는 VLAN에 추가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지정하려면 6단계 ~ 8단계를 반복합니다.
단계 11 다른 패브릭에 있는 VLAN에 추가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지정하려면 5단계 ~ 8단계를 반복합니다.
Cisco UCS domain이 2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구성된 고가용성 컨피그레이션일 경우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동일한 VLAN 세트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12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13 VLAN 관리자에서 계속 작업하려면 Apply(적용)를 클릭하고 그렇지 않으면 OK(확인)를 클릭하여
창을 닫습니다.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이 하나 이상의 VLAN에 지정되면 나머지 VLAN에서는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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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에서 포트 및 포트 채널 제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의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에서 LAN Uplinks Manager(LAN 업링크 관리자) 링
크를 클릭합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가 별도의 창에 열립니다.

단계 4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VLANs > VLAN Manager(VLAN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어떤 하위 탭에서도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ll(모두) 하위 탭을 사용할 경우 구성된 모
든 VLAN을 테이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계 5

해당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포트 및 포트 채널을 구성하려면 다음 하위 탭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하위 탭

설명

Fabric A

패브릭 인터커넥트 A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포트, 포트 채널, VLAN을
표시합니다.

Fabric B

패브릭 인터커넥트 B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포트, 포트 채널, VLAN을
표시합니다.

단계 6

VLANs 테이블에서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제거할 노드 및 VLAN을 확장합니다.

단계 7

VLAN에서 제거할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클릭합니다.
Ctrl 키를 누른 채로 여러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클릭합니다.

단계 8

Remove from VLAN/VLAN Group(VLAN/VLAN 그룹에서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9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VLAN 관리자에서 계속 작업하려면 Apply(적용)를 클릭하고 그렇지 않으면 OK(확인)를 클릭하여
창을 닫습니다.
중요
VLAN에서 모든 포트 또는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를 삭제할 경우 VLAN은 기본 동작으로 돌
아가며 이 VLAN의 데이터 트래픽은 모든 업링크 포트 및 포트 채널을 지납니다. Cisco UCS
domain의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이 기본 동작 때문에 Cisco UCS Manager가 해당 VLAN의 트
래픽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VLAN에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지정
하거나 VLAN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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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에 지정된 포트 및 포트 채널 보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의 LAN Uplinks(LAN 업링크) 탭에서 LAN Uplinks Manager(LAN 업링크 관리자) 링
크를 클릭합니다.
LAN 업링크 관리자가 별도의 창에 열립니다.

단계 4

LAN 업링크 관리자에서 VLANs > VLAN Manager(VLAN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어떤 하위 탭에서도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ll(모두) 하위 탭을 사용할 경우 구성된 모
든 VLAN을 테이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계 5

해당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포트 및 포트 채널을 구성하려면 다음 하위 탭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단계 6

하위 탭

설명

Fabric A

패브릭 인터커넥트 A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포트, 포트 채널, VLAN을
표시합니다.

Fabric B

패브릭 인터커넥트 B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포트, 포트 채널, VLAN을
표시합니다.

VLANs 테이블에서 지정된 포트 또는 포트 채널을 확인할 노드 및 VLAN을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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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된 VSAN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명명된 VSAN, 345 페이지
• 명명된 VSAN에 대한 파이버 채널 업링크 트렁킹, 346 페이지
• VSAN에 대한 지침 및 권장 사항, 346 페이지
• 명명된 VSAN 생성, 348 페이지
• 스토리지 VSAN 생성, 348 페이지
• VSAN 삭제, 349 페이지
• 스토리지 VSAN에 대한 FCoE VLAN의 VLAN ID 변경, 350 페이지
• 파이버 채널 업링크 트렁킹 활성화, 350 페이지
• 파이버 채널 업링크 트렁킹 비활성화, 351 페이지

명명된 VSAN
명명된 VSAN은 특정 외부 SAN과의 연결을 생성합니다. VSAN은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비롯하여
외부 SAN으로 향하는 트래픽을 격리합니다. 어떤 명명된 VSAN의 트래픽은 다른 명명된 vSAN의 트
래픽이 있음을 알지만 이 트래픽을 읽거나 액세스할 수는 없습니다.
명명된 VLAN처럼 VSAN ID에 이름을 부여하면 추상화 레이어 하나가 추가되므로, 명명된 VSAN을
사용하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모든 서버를 전역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외부 SAN과의 통
신을 유지하기 위해 서버를 각각 재구성할 필요 없습니다. 둘 이상의 명명된 VSAN을 동일한 VSAN
ID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명명된 VSAN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서 명명된 VSAN은 한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파이버 채널 업링크 포트에서
만 또는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파이버 채널 업링크 포트 모두에서 액세스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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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된 VSAN 및 FCoE VLAN ID
각 명명된 VSAN에 FCoE VLAN ID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속성은 VSAN 및 그 파이버 채널 패킷을
전송하는 데 어떤 VLAN을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Cisco UCS CNA M72KR-Q, Cisco UCS CNA M72KR-E와 같이 FIP를 지원하는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
댑터의 경우 명명된 VSAN에 네이티브 VLAN이 아닌 명명된 VLAN을 FCoE VLAN ID로 구성해야 합
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FCoE 트래픽이 이 어댑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컨피그레이션의 예에서는 vNIC 및 vHBA가 패브릭 A에 매핑된 서비스 프로필이 FIP 지원 컨버
지드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는 서버와 연결됩니다.
• vNIC는 VLAN 10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VLAN 10은 vNIC의 네이티브 VLAN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 vHBA는 VSAN 2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VSAN 2는 VLAN 10을 FCoE VLAN ID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VSAN 2는 패브릭 A에 구
성된 다른 어떤 VLAN에도 매핑할 수 있습니다.

명명된 VSAN에 대한 파이버 채널 업링크 트렁킹
각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명명된 VSAN에 대해 파이버 채널 업링크 트렁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트렁킹을 활성화할 경우 Cisco UCS domain의 모든 명명된 VSAN이 해당 패
브릭 인터커넥트의 모든 파이버 채널 업링크 포트에서 허용됩니다.

VSAN에 대한 지침 및 권장 사항
다음 지침 및 권장 사항은 스토리지 VSAN을 비롯한 모든 명명된 VSAN에 적용됩니다.
VSAN 4079는 예약된 VSAN ID
VSAN을 4079로 구성하지 마십시오. 이 VSAN은 예약된 것이며 FC 스위치 모드나 FC 엔드-호스트
모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없습니다.
ID 4079로 명명된 VSAN을 생성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VSAN을 오류로 간주하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FC 스위치 모드에서 명명된 VSAN에 대한 예약된 VSAN 범위
Cisco UCS domain에서 FC 스위치 모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3040 ~ 4078의 ID로 VSAN을 구성하지
마십시오.
이 범위의 VSAN은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FC 스위치 모드에서 작동하도록 구성된 경우 작동하지 않
습니다. Cisco UCS Manager는 그 VSAN을 오류로 간주하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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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엔드-호스트 모드에서 명명된 VSAN에 대한 예약된 VSAN 범위
Cisco UCS domain에서 FC 엔드 호스트 모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3840 ~ 4079의 ID로 VSAN을 구성
하지 마십시오.
이 범위의 VSAN은 Cisco UCS domain에서 다음 조건이 해당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FC 엔드-호스트 모드에서 작동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Cisco UCS domain에 파이버 채널 트렁킹 또는 SAN 포트 채널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이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1 ID가 3840 ~ 4079인 모든 VSAN을 작동 안 함 상태로 만듭니다.
2 VSAN 작동 안 함에 대한 오류를 표시합니다.
3 작동 안 함 상태의 모든 VSAN을 기본 VSAN으로 전송합니다.
4 작동 안 함 상태의 VSAN과 연결된 모든 vHBA를 기본 VSAN으로 전송합니다.
파이버 채널 트렁킹을 비활성화하고 기존 SAN 포트 채널을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3840
~ 4078 범위의 모든 VSAN을 작동 상태로 돌려놓고 연결된 vHBA를 이 VSAN으로 복원합니다.
FC 스위치 모드에서 명명된 VSAN에 대한 범위 제한
Cisco UCS domain에서 FC 스위치 모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3040 ~ 4078의 ID로 VSAN을 구성하지
마십시오.
FC 스위치 모드에서 작동하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업스트림 스위치로 MDS에 연결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구성되고 포트 VSAN으로 지정된 3040 ~ 4078 범위의 VSAN은 MDS에서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 때문에 포트 VSAN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CoE VLAN ID 지침

참고

SAN 클라우드의 FCoE VLAN과 LAN 클라우드의 VLAN의 ID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SAN에 있
는 FCoE VLAN의 ID와 VLAN의 ID가 같으면 이 FCoE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
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
서 이더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VLAN 4048은 사용자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Cisco UCS Manager에서는 다음 기본값에 VLAN
4048을 사용합니다. VLAN에 4048을 지정하려면 이 값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 Cisco UCS, Release 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 FCoE 스토리지 포트 기본 VLAN에서는 기본적으로
VLAN 4048을 사용합니다.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기본 FCoE VSAN이 VLAN 1을 사용하도록 설
정된 경우 이를 사용 중이 아니거나 예약되지 않은 VLAN ID로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LAN
ID 4049가 사용 중이 아니라면 이를 기본값으로 변경합니다.
• Cisco UCS, Release 2.0을 새로 설치하면 기본 VSAN의 FCoE VLAN에서 기본적으로 VLAN 4048
을 사용합니다. FCoE 스토리지 포트 기본 VLAN에서는 VLAN 4049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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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된 VSAN 생성
참고

SAN 클라우드의 FCoE VLAN과 LAN 클라우드의 VLAN의 ID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SAN에 있
는 FCoE VLAN의 ID와 VLAN의 ID가 같으면 이 FCoE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
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
서 이더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VSAN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5

Create VSAN(VSAN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값을 완성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다음 VSAN 노드 중 하나에 VSAN을 추가합니다.
•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액세스 가능한 스토리지 VSAN을 위한 SAN 클라우드 > VSAN 노드.
• 단 하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만 액세스 가능한 VSAN을 위한 SAN 클라우드 > Fabric_Name
> VSAN 노드.

스토리지 VSAN 생성
참고

SAN 클라우드의 FCoE VLAN과 LAN 클라우드의 VLAN의 ID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SAN에 있
는 FCoE VLAN의 ID와 VLAN의 ID가 같으면 이 FCoE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
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
서 이더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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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torage Cloud(스토리지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VSAN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5

Create VSAN(VSAN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다음 VSAN 노드 중 하나에 VSAN을 추가합니다.
•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액세스 가능한 스토리지 VSAN을 위한 스토리지 클라우드 > VSAN
노드.
• 단 하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만 액세스 가능한 VSAN을 위한 스토리지 클라우드 > Fabric_Name
> VSAN 노드.

VSAN 삭제
Cisco UCS Manager에 삭제한 것과 동일한 VSAN ID를 갖는 명명된 VSAN이 있을 경우, 이 ID의 모든
명명된 VSAN이 삭제되지 않는 한 해당 VSAN은 패브릭 인터커넥트 컨피그레이션에서 제거되지 않
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VSAN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삭제할VLAN의 유형에 따라 다음 하위 탭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하위 탭

설명

All(모두)

Cisco UCS domain의 모든 VSAN을 표시합니다..

Dual Mode(듀얼 모드)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SAN을 표시
합니다.

스위치A

패브릭 인터커넥트 A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VSAN을 표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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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탭

설명

스위치B

패브릭 인터커넥트 B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VSAN을 표시합니
다.

단계 5

테이블에서 삭제할 VSAN을 클릭합니다.
Shift 키 또는 Ctrl 키를 사용하여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 6

강조 표시된 VSAN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VSAN에 대한 FCoE VLAN의 VLAN ID 변경
참고

SAN 클라우드의 FCoE VLAN과 LAN 클라우드의 VLAN의 ID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SAN에 있
는 FCoE VLAN의 ID와 VLAN의 ID가 같으면 이 FCoE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
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
서 이더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torage Cloud(스토리지 클라우드) > VSANs를 확장합니다.

단계 3

FCoE VLAN ID를 수정할 VSAN을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FCoE VLAN 필드에 원하는 VLAN ID를 입력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파이버 채널 업링크 트렁킹 활성화
참고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파이버 채널 엔드 호스트 모드에 대해 구성된 경우 파이버 채널 업링크 트
렁킹을 활성화하면 3840 ~ 4079의 ID를 가진 모든 VSAN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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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FC 업링크 트렁킹을 활성화할 패브릭의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Enable FC Uplink Trunking(FC 업링크 트렁킹 활성화)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파이버 채널 업링크 트렁킹 비활성화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FC 업링크 트렁킹을 비활성화할 패브릭의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Disable FC Uplink Trunking(FC 업링크 트렁킹 비활성화)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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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핀 그룹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SAN 핀 그룹, 353 페이지
• SAN 핀 그룹 생성, 354 페이지
• SAN 핀 그룹 삭제, 354 페이지

SAN 핀 그룹
Cisco UCS에서는 서버의 vHBA에서 보내는 파이버 채널 트래픽을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업링크 파이
버 채널 포트에 피닝하는 데 SAN 핀 그룹을 사용합니다. 이 피닝을 사용하여 서버에서 보내는 트래
픽의 분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파이버 채널 스위치 모드에서는 SAN 핀 그룹이 무관합니다. 기존 SAN 핀 그룹이 있으면 무시됩
니다.
서버에 대한 피닝을 구성하려면 SAN 핀 그룹을 vHBA 정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vHBA 정
책이 해당 서버에 지정된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됩니다. vHBA에서 보내는 모든 트래픽이 I/O 모듈을
지나 지정된 업링크 파이버 채널 포트에 도달합니다.
여러 vHBA 정책에 동일한 핀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vHBA에 대해 수동으로 트래픽
을 피닝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

기존 SAN 핀 그룹의 대상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면 이 핀 그룹을 사용하는 모든 vHBA의 트래픽이
중단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파이버 채널 프로토콜에서 트래픽을 다시 피닝하도록 로그인
및 로그아웃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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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핀 그룹 생성
2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핀 그룹을 단 하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또는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SAN Pin Groups(SAN 핀 그룹)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AN Pin Group(SAN 핀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4

핀 그룹의 고유한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단계 5

패브릭 인터커넥트 A에 대해 트래픽을 피닝하려면 Targets(대상)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Fabric A(패브릭 A)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Interface(인터페이스) 필드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트리 스타일 브라우저를 탐색하여 핀
그룹과 연결할 업링크 파이버 채널 포트를 선택합니다.

단계 6

패브릭 인터커넥트 B에 대해 트래픽을 피닝하려면 Targets(대상)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Fabric B(패브릭 B)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Interface(인터페이스) 필드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트리 스타일 브라우저를 탐색하여 핀
그룹과 연결할 업링크 파이버 채널 포트를 선택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핀 그룹을 vHBA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SAN 핀 그룹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SAN Cloud(SAN 클라우드) > SAN Pin Groups(SAN 핀 그룹)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SAN 핀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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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N 풀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WWN 풀, 355 페이지
• WWNN 풀 구성, 356 페이지
• WWPN 풀 구성, 361 페이지
• WWxN 풀 구성, 366 페이지

WWN 풀
WWN(World Wide Name) 풀은 Cisco UCS domain의 파이버 채널 vHBA에서 사용하는 WWN의 모음
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별도의 풀을 생성합니다.
• vHBA에 지정된 WW 노드 이름
• vHBA에 지정된 WW 포트 이름
• WW 노드 이름 및 WW 포트 이름

중요

WWN 풀은 20:00:00:00:00:00:00:00 ~ 20:FF:FF:FF:FF:FF:FF:FF 또는 50:00:00:00:00:00:00:00 ~
5F:FF:FF:FF:FF:FF:FF:FF 범위의 WWNN 또는 WWPN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WWN 범
위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SAN 패브릭에서 Cisco UCS WWNN 및 WWPN의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
해 풀의 모든 블록에서 WWN 접두사 20:00:00:25:B5:XX:XX:XX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에서 WWN 풀을 사용할 경우 이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될 서버에서 사용할 WWN을 수
동으로 구성할 필요 없습니다. 멀티테넌시를 구현하는 시스템에서는 WWN 풀을 사용하여 각 조직에
서 사용할 WWN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블록 단위로 풀에 WWN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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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NN 풀
WWNN 풀은 WW 노드 이름만 포함하는 WWN 풀입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WWNN 풀을 포함할 경우
연결된 서버는 그 풀로부터 WWNN을 받습니다.
WWPN 풀
WWPN 풀은 WW 포트 이름만 포함하는 WWN 풀입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WWPN 풀을 포함할 경우
연결된 서버의 각 vHBA에 있는 포트는 그 풀로부터 WWPN을 받습니다.
WWxN 풀
WWxN 풀은 WW 노드 이름과 WW 포트 이름을 모두 포함하는 WWN 풀입니다. WWxN 풀을 통해 노
드당 몇 개의 포트가 생성되는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풀 크기는 ports-per-node + 1의 배수여야 합니
다. 예를 들어 노드당 7개의 포트를 지정할 경우 풀 크기는 8의 배수여야 합니다. 노드당 63개의 포트
를 지정할 경우 풀 크기는 64의 배수여야 합니다.
WWNN 또는 WWPN 풀을 선택할 때마다 WWxN 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xN 풀이 생성되어 있
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WWNN 풀의 경우 WWxN 풀이 WWNN Assignment(WWNN 지정) 드롭다운 목록에 옵션으로
표시됩니다.
• WWPN 풀의 경우 WWPN Assignment(WWPN 지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Derived(파생됨)를 선
택합니다.

WWNN 풀 구성
WWNN 풀 생성
중요

WWN 풀은 20:00:00:00:00:00:00:00 ~ 20:FF:FF:FF:FF:FF:FF:FF 또는 50:00:00:00:00:00:00:00 ~
5F:FF:FF:FF:FF:FF:FF:FF 범위의 WWNN 또는 WWPN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WWN 범
위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SAN 패브릭에서 Cisco UCS WWNN 및 WWPN의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
해 풀의 모든 블록에서 WWN 접두사 20:00:00:25:B5:XX:XX:XX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풀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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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WWNNPools(WWNN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WWNN Pool(WWNN 풀 생성)
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WWNN Pool(WWNN 풀 생성) 마법사의 Define Name and Description(이름 및 설명 정의) 페
이지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WWNN(World Wide Node Name) 풀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풀에 대한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signment Order(지정 순서) 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드
• Default(기본)—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임의의 ID를 선
택합니다.
• Sequential(순차적)—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사용 가능
한 가장 낮은 ID를 선택합니다.

단계 6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reate WWNN Pool(WWNN 풀 생성) 마법사의 Add WWN Blocks(WWN 블록 추가) 페이지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reate WWN Block(WWN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From(시작) 필드

블록의 첫 WWN.

Size(크기) 필드

블록의 WWN 수.
WWxN 풀의 경우 풀 크기가 ports-per-node + 1의 배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당 7개의 포트가 있다면 풀 크기는 8의 배수여야 합
니다. 노드당 63개의 포트가 있다면 풀 크기는 64의 배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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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WWNN 풀을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WWNN 풀에 WWN 블록 추가
중요

WWN 풀은 20:00:00:00:00:00:00:00 ~ 20:FF:FF:FF:FF:FF:FF:FF 또는 50:00:00:00:00:00:00:00 ~
5F:FF:FF:FF:FF:FF:FF:FF 범위의 WWNN 또는 WWPN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WWN 범
위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SAN 패브릭에서 Cisco UCS WWNN 및 WWPN의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
해 풀의 모든 블록에서 WWN 접두사 20:00:00:25:B5:XX:XX:XX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WNN Pools(WWNN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WWN 블록을 추가하려는 WWNN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WWN Block(WWN
블록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WWN Block(WWN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From(시작) 필드

블록의 첫 WWN.

Size(크기) 필드

블록의 WWN 수.
WWxN 풀의 경우 풀 크기가 ports-per-node + 1의 배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당 7개의 포트가 있다면 풀 크기는 8의 배수여야 합
니다. 노드당 63개의 포트가 있다면 풀 크기는 64의 배수여야 합니
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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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NN 풀에서 WWN 블록 삭제
풀에서 주소 블록을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블록에서 vNIC 또는 vHBA에 지정된 어떤
주소도 재지정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블록으로부터 지정된 모든 주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
지 vNIC 또는 vHBA에 남아 있습니다.
•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이 삭제됩니다.
• 주소가 지정된 vNIC 또는 vHBA가 삭제됩니다.
• vNIC 또는 vHBA가 다른 풀에 지정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 > WWNN Pools(WWNN 풀) > WWNN_Pool_Name
을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WWN 블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WWNN 풀에 WWNN 개시자 추가
중요

WWN 풀은 20:00:00:00:00:00:00:00 ~ 20:FF:FF:FF:FF:FF:FF:FF 또는 50:00:00:00:00:00:00:00 ~
5F:FF:FF:FF:FF:FF:FF:FF 범위의 WWNN 또는 WWPN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WWN 범
위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SAN 패브릭에서 Cisco UCS WWNN 및 WWPN의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
해 풀의 모든 블록에서 WWN 접두사 20:00:00:25:B5:XX:XX:XX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WNN Pools(WWNN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WWNN 개시자를 추가하려는 WWNN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WWNN
Initiator(WWNN 개시자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WWNN Initiator(WWNN 개시자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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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World Wide Name 필드

WWN.

Name(이름) 필드

WWNN 개시자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WWNN 개시자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WWNN 풀에서 WWNN 개시자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WPN Pools(WWPN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WWNN 개시자를 삭제할 WWNN 풀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Initiators(개시자)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삭제할 개시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WWNN 풀 삭제
풀을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풀에서 vNIC 또는 vHBA에 지정되었던 어떤 주소도 재지
정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풀로부터 지정된 모든 주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vNIC 또는
vHBA에 남아 있습니다.
•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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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가 지정된 vNIC 또는 vHBA가 삭제됩니다.
• vNIC 또는 vHBA가 다른 풀에 지정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WNN Pools(WWNN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WWNN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WWPN 풀 구성
WWPN 풀 생성
중요

WWN 풀은 20:00:00:00:00:00:00:00 ~ 20:FF:FF:FF:FF:FF:FF:FF 또는 50:00:00:00:00:00:00:00 ~
5F:FF:FF:FF:FF:FF:FF:FF 범위의 WWNN 또는 WWPN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WWN 범
위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SAN 패브릭에서 Cisco UCS WWNN 및 WWPN의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
해 풀의 모든 블록에서 WWN 접두사 20:00:00:25:B5:XX:XX:XX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풀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WWPN Pools(WWPN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WWPN Pool(WWPN 풀 생성)
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WWPN Pool(WWPN 풀 생성 마법사의 Define Name and Description(이름 및 설명 정의) 페이
지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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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WWPN(World Wide Port Name) 풀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풀에 대한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signment Order(지정 순서) 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드
• Default(기본)—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임의의 ID를 선
택합니다.
• Sequential(순차적)—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사용 가능
한 가장 낮은 ID를 선택합니다.

단계 6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reate WWPN Pool(WWPN 풀 생성) 마법사의 Add WWPN Blocks(WWPN 블록 추가) 페이지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reate WWN Block(WWN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From(시작) 필드

블록의 첫 WWN.

Size(크기) 필드

블록의 WWN 수.
WWxN 풀의 경우 풀 크기가 ports-per-node + 1의 배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당 7개의 포트가 있다면 풀 크기는 8의 배수여야 합
니다. 노드당 63개의 포트가 있다면 풀 크기는 64의 배수여야 합니
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WWPN 풀을 vHBA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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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PN 풀에 WWN 블록 추가
중요

WWN 풀은 20:00:00:00:00:00:00:00 ~ 20:FF:FF:FF:FF:FF:FF:FF 또는 50:00:00:00:00:00:00:00 ~
5F:FF:FF:FF:FF:FF:FF:FF 범위의 WWNN 또는 WWPN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WWN 범
위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SAN 패브릭에서 Cisco UCS WWNN 및 WWPN의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
해 풀의 모든 블록에서 WWN 접두사 20:00:00:25:B5:XX:XX:XX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WPN Pools(WWPN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WWN 블록을 추가하려는 WWPN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WWN Block(WWN
블록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WWN Block(WWN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From(시작) 필드

블록의 첫 WWN.

Size(크기) 필드

블록의 WWN 수.
WWxN 풀의 경우 풀 크기가 ports-per-node + 1의 배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당 7개의 포트가 있다면 풀 크기는 8의 배수여야 합
니다. 노드당 63개의 포트가 있다면 풀 크기는 64의 배수여야 합니
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WWPN 풀에서 WWN 블록 삭제
풀에서 주소 블록을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블록에서 vNIC 또는 vHBA에 지정된 어떤
주소도 재지정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블록으로부터 지정된 모든 주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
지 vNIC 또는 vHBA에 남아 있습니다.
•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이 삭제됩니다.
• 주소가 지정된 vNIC 또는 vHBA가 삭제됩니다.
• vNIC 또는 vHBA가 다른 풀에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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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 > WWPN Pools(WWPN 풀) > WWPN_Pool_Name
을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WWN 블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WWPN 풀에 WWPN 개시자 추가
중요

WWN 풀은 20:00:00:00:00:00:00:00 ~ 20:FF:FF:FF:FF:FF:FF:FF 또는 50:00:00:00:00:00:00:00 ~
5F:FF:FF:FF:FF:FF:FF:FF 범위의 WWNN 또는 WWPN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WWN 범
위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SAN 패브릭에서 Cisco UCS WWNN 및 WWPN의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
해 풀의 모든 블록에서 WWN 접두사 20:00:00:25:B5:XX:XX:XX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WPN Pools(WWPN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WWPN 개시자를 추가하려는 WWPN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WWPN
Initiator(WWPN 개시자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WWPN Initiator(WWPN 개시자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World Wide Name 필드

WWN.

Name(이름) 필드

WWPN 개시자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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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Description(설명) 필드

WWPN 개시자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6

단계 7

SAN 부팅 대상을 추가하려면 Boot Target(부팅 대상) 영역을 확장하고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Boot Target WWPN(부팅 대상
WWPN) 필드

부팅 이미지의 위치에 해당하는 WWPN.

Boot Target LUN(부팅 대상
LUN) 필드

부팅 이미지의 위치에 해당하는 LUN.

OK(확인)를 클릭합니다.

WWPN 풀에서 WWPN 개시자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WPN Pools(WWPN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WWPN 개시자를 삭제할 WWPN 풀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Initiators(개시자)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삭제할 개시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365

WWN 풀 구성
WWPN 풀 삭제

WWPN 풀 삭제
풀을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풀에서 vNIC 또는 vHBA에 지정되었던 어떤 주소도 재지
정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풀로부터 지정된 모든 주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vNIC 또는
vHBA에 남아 있습니다.
•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이 삭제됩니다.
• 주소가 지정된 vNIC 또는 vHBA가 삭제됩니다.
• vNIC 또는 vHBA가 다른 풀에 지정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WPN Pools(WWPN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WWPN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WWxN 풀 구성
WWxN 풀 생성
중요

WWN 풀은 20:00:00:00:00:00:00:00 ~ 20:FF:FF:FF:FF:FF:FF:FF 또는 50:00:00:00:00:00:00:00 ~
5F:FF:FF:FF:FF:FF:FF:FF 범위의 WWNN 또는 WWPN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WWN 범
위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SAN 패브릭에서 Cisco UCS WWNN 및 WWPN의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
해 풀의 모든 블록에서 WWN 접두사 20:00:00:25:B5:XX:XX:XX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풀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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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WWxN Pools(WWxN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WWxN Pool(WWxN 풀 생성)
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WWxN Pool(WWxN 풀 생성 마법사의 Define Name and Description(이름 및 설명 정의) 페이
지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WWPN(World Wide Port Name) 풀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풀에 대한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x Ports per Node(노드당 최
대 포트) 필드

이 풀의 각 노드 이름에 지정할 수 있는 최대 포트 개수.
개체가 저장되면 이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Assignment Order(지정 순서) 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드
• Default(기본)—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임의의 ID를 선
택합니다.
• Sequential(순차적)—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사용 가능
한 가장 낮은 ID를 선택합니다.

단계 6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reate WWxN Pool(WWxN 풀 생성) 마법사의 Add WWN Blocks(WWN 블록 추가) 페이지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reate WWN Block(WWN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From(시작) 필드

블록의 첫 WWN.

Size(크기) 필드

블록의 WWN 수.
WWxN 풀의 경우 풀 크기가 ports-per-node + 1의 배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당 7개의 포트가 있다면 풀 크기는 8의 배수여야 합
니다. 노드당 63개의 포트가 있다면 풀 크기는 64의 배수여야 합니
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367

WWN 풀 구성
WWxN 풀에 WWN 블록 추가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WWxN 풀을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WWxN 풀에 WWN 블록 추가
중요

WWN 풀은 20:00:00:00:00:00:00:00 ~ 20:FF:FF:FF:FF:FF:FF:FF 또는 50:00:00:00:00:00:00:00 ~
5F:FF:FF:FF:FF:FF:FF:FF 범위의 WWNN 또는 WWPN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WWN 범
위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SAN 패브릭에서 Cisco UCS WWNN 및 WWPN의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
해 풀의 모든 블록에서 WWN 접두사 20:00:00:25:B5:XX:XX:XX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WxN Pools(WWxN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WWN 블록을 추가하려는 WWxN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WWN Block(WWN
블록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WWN Block(WWN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From(시작) 필드

블록의 첫 WWN.

Size(크기) 필드

블록의 WWN 수.
WWxN 풀의 경우 풀 크기가 ports-per-node + 1의 배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당 7개의 포트가 있다면 풀 크기는 8의 배수여야 합
니다. 노드당 63개의 포트가 있다면 풀 크기는 64의 배수여야 합니
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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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xN 풀에서 WWN 블록 삭제
풀에서 주소 블록을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블록에서 vNIC 또는 vHBA에 지정된 어떤
주소도 재지정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블록으로부터 지정된 모든 주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
지 vNIC 또는 vHBA에 남아 있습니다.
•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이 삭제됩니다.
• 주소가 지정된 vNIC 또는 vHBA가 삭제됩니다.
• vNIC 또는 vHBA가 다른 풀에 지정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 > WWxN Pools(WWxN 풀) > WWxN_Pool_Name
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WWN 블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WWxN 풀 삭제
풀을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풀에서 vNIC 또는 vHBA에 지정되었던 어떤 주소도 재지
정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풀로부터 지정된 모든 주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vNIC 또는
vHBA에 남아 있습니다.
•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이 삭제됩니다.
• 주소가 지정된 vNIC 또는 vHBA가 삭제됩니다.
• vNIC 또는 vHBA가 다른 풀에 지정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WxN Pools(WWxN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WWxN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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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관련 정책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vHBA 템플릿 구성, 371 페이지
• 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 구성, 375 페이지
• 기본 vHBA 동작 정책 구성, 382 페이지
• SAN 연결 정책 구성, 384 페이지

vHBA 템플릿 구성
vHBA 템플릿
이 템플릿은 서버의 vHBA가 SAN에 연결되는 방식을 정의하는 정책입니다. vHBA SAN 연결 템플릿
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려면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해야 합니다.

vHBA 템플릿 생성
시작하기 전에
이 정책은 이미 시스템에 다음 리소스가 하나 이상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명명된 VSAN
• WWNN 풀 또는 WWPN 풀
• SAN 핀 그룹
• 통계 임계값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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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vHBA Templates(vHBA 템플릿)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vHBA
Template(vHBA 템플릿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vHBA Template(vHBA 템플릿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가상 HBA 템플릿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템플릿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bric ID(패브릭 ID) 필드

이 템플릿으로 생성된 vHBA가 연결될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이름.

Select VSAN(VSAN 선택)드롭다 이 템플릿으로 생성할 vHBA와 연결될 VSAN.
운 목록
Create VSAN(VSAN 생성) 링크 VSAN을 생성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Template Type(템플릿 유형) 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드
• Initial Template(초기 템플릿)—이 템플릿에서 생성된 vHBA
는 템플릿 변경 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Updating Template(업데이트 템플릿)—이 템플릿에서 생성
된 vHBA는 템플릿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Max Data Field Size 필드

vHBA가 지원하는 파이버 채널 프레임 페이로드 바이트 최대 크
기.
256 ~ 2112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0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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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WWPN Pool 드롭다운 목록

이 템플릿에서 생성된 vHBA가 WWPN 주소를 얻는 데 사용하는
WWPN 풀.

QoS Policy(QoS 정책) 드롭다운 이 템플릿에서 생성된 vHBA와 연결되는 QoS 정책.
목록
Pin Group(핀 그룹) 드롭다운 목 이 템플릿에서 생성된 vHBA와 연결되는 SAN 핀 그룹.
록
Stats Threshold Policy(통계 임
계값 정책) 드롭다운 목록

단계 6

이 템플릿에서 생성된 vHBA와 연결되는 통계 수집 정책.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vHBA 템플릿을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시킵니다.

vHBA 템플릿에 vHBA 바인딩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된 vHBA를 vHBA 템플릿에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vHBA를 vHBA 템플릿에 바
인딩할 때 Cisco UCS Manager에서는 vHBA 템플릿에 정의된 값으로 vHBA를 구성합니다. 기존 vHBA
컨피그레이션이 vHBA 템플릿과 매칭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vHBA를 재구성합니
다. 바인딩된 vHBA의 컨피그레이션은 연결된 vHBA 템플릿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vHBA
를 포함하는 서비스 프로필이 이미 어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바인딩되어 있는 경우 vHBA를 vHBA
템플릿에 바인딩할 수 없습니다.

중요

vHBA가 재구성된 상태에서 템플릿에 바인딩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바인딩하려는 vHBA와 서비스 프로필를 포함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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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Service_Profile_Name > vHBAs를 확장합니다.

단계 5

템플릿에 바인딩하려는 vHBA를 클릭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Actions(작업) 영역에서 Bind to a Template(템플릿에 바인딩)를 클릭합니다.

단계 8

Bind to a vHBA Template(vHBA 템플릿에 바인딩)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vHBA Template(vHBA 템플릿) 드롭다운 목록에서 vHBA를 바인딩하려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b)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9

경고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하여 Cisco UCS Manager에서 바인딩 때문에 vHBA의 재구성이 필
요할 경우 서버를 재부팅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vHBA 템플릿에서 vHBA 바인딩 해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바인딩 해제하려는 vHBA와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ervice_Profile_Name > vHBAs를 확장합니다.

단계 5

템플릿에서 바인딩 해제할 vHBA를 클릭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Actions(작업) 영역에서 Unbind from a Template(템플릿에서 바인딩 해제)을 클릭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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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BA 템플릿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vHBA Templates(vHBA 템플릿)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vHBA 템플릿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 구성
이더넷 및 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
이 정책은 어댑터에서 트래픽을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어댑터의 호스트측 동작을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정책을 사용하여 다음에 대한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큐
• 인터럽트 처리
• 성능 향상
• RSS 해시
• 2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로 구성된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페일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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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의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표시한 값이 QLogic SANsurfer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표시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값은 SANsurfer와 Cisco UCS
Manager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Max LUNs Per Target(대상별 최대 LUN)—SANsurfer는 최대 256개의 LUN을 가지며 이 수를
초과하면 표시하지 않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지원하는 최대 LUN 수는 더 많습니다.
• Link Down Timeout(링크 다운 시간 초과)—SANsurfer에서 링크 다운에 대한 시간 초과 임계
값을 초 단위로 구성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이 값을 밀리초 단위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Cisco UCS Manager에서 5500ms가 SANsurfer에서는 5s로 표시됩니다.
• Max Data Field Size(최대 데이터 필드 크기)—SANsurfer에서 허용하는 값은 512, 1024, 2048
입니다.Cisco UCS Manager에서는 어떤 크기의 값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sco UCS
Manager에서 값이 900이면 SANsurfer에서는 512로 표시됩니다.

운영 체제별 어댑터 정책
기본적으로 Cisco UCS에서는 이더넷 어댑터 정책 및 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의 모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각 지원되는 서버 운영 체제에 대한 권장 설정을 포함합니다. 운영 체제는 이 정책의
설정에 민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벤더는 비 기본 어댑터 설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필수
설정의 세부 사항은 해당 벤더가 제공하는 지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정책에서 해당 운영 체제에 대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isco 기술 지원 팀의 안내가
없는 한 기본 정책의 값을 수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본 Windows 어댑터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Windows OS에 대한 이더넷 어댑터 정책을
생성하는 경우 다음 식을 사용하여 Windows에 적합한 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완료 큐 = 전송 큐 + 수신 큐
인터럽트 수 = (완료 큐 + 2), 가장 가까운 2의 제곱으로 반올림
예를 들어 전송 큐가 1이고 수신 큐가 8이면
완료 큐 = 1 + 8 = 9
인터럽트 수 =(9 + 2) 가장 가까운 2의 제곱인 16으로 반올림

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 생성
팁

어떤 영역의 필드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제목 오른쪽의 Expand(확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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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Fibre Channel Policies(파이버 채널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Fibre Channel
Adapter Policy(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다음 필드에 정책의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정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wner(소유자)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Local(로컬)—이 정책은 이 Cisco UCS domain의 서비스 프로
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Pending Global(보류 중 전역)—이 정책에 대한 제어가 Cisco
UCS Central로 전송되는 중입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이 정책
은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된 모든 Cisco UCS domains에서
사용 가능해집니다.
• Global(전역)—이 정책은 Cisco UCS Central에서 관리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변경은 Cisco UCS Central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Resources(리소스) 영역에서 다음 값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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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Transmit Queues(전송 큐) 필드 할당할 전송 큐 리소스의 수.
이 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Ring Size(링 크기) 필드

각 전송 큐에 있는 설명자의 수. 이 매개변수는 일반 서비스의
ELS(Extended Link Services) 및 CT(Common Transport) 파이버 채
널 프레임에 적용됩니다. 어댑터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4 ~ 128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64입니다.

Receive Queues(수신 큐) 필드

할당할 수신 큐 리소스의 수.
이 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Ring Size(링 크기) 필드

각 수신 큐에 있는 설명자의 수. 이 매개변수는 일반 서비스의
ELS(Extended Link Services) 및 CT(Common Transport) 파이버 채
널 프레임에 적용됩니다. 어댑터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4 ~ 128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64입니다.

SCSI I/O Queues(SCSI I/O 큐)
필드

시스템에서 할당해야 할 SCSI I/O 큐 리소스의 수.
1 ~ 8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참고

Ring Size(링 크기) 필드

현재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 어댑터는 하
나의 SCSI I/O 큐만 지원합니다.

각 SCSI I/O 큐에 있는 설명자의 수.
64 ~ 512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512입니다.
참고

단계 7

(선택 사항) Options(옵션) 영역에서 다음 값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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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의 수는 어댑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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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FCP Error Recovery(FCP 오류 시스템에서 테이프 디바이스의 시퀀스 레벨 오류 복구에 FCP
복구) 필드
Sequence Level Error Recovery(FC-TAPE) 프로토콜을 사용할지 여
부. 이는 VIC 펌웨어의 REC(Read Exchange Concise) 및
SRR(Sequence Retransmission Request)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
성화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기본값입니다.
• Enabled(활성)—시스템이 하나 이상의 테이프 드라이브 라
이브러리와 연결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Flogi Retries 필드

이 매개변수는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와
같은 VIC(Virtual Interface Card) 어댑터가 있는 서버에만
적용됩니다.

최초 실패 후 패브릭 로그인을 시도하는 횟수.
임의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무기한 계속 재시도하도록 지정하려
면 이 필드에 infinite라고 입력합니다. 이 매개변수에 대한 최적의
값을 구하려면 스토리지 어레이 설명서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
다.
참고

Flogi Timeout 필드

이 매개변수는 VIC 어댑터가 있는 서버 또는 Cisco UCS
M71KR-E Emulex Converged Network Adapter와 같은 컨버
지드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는 서버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기 전에 시스템이 대기하는 시간(밀리초)..
1000 ~ 255000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4,000입니다.
이 매개변수에 대한 최적의 값을 구하려면 스토리지 어레이 설명
서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매개변수는 VIC 어댑터 또는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
터가 있는 서버에만 적용됩니다.
부팅 vHBA에 대해 Flogi 시간 초과의 값이 20초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이 어댑터가 초기 Flogi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면 SAN 부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팅 지원 vHBA
의 경우 권장되는 시간 초과 값은 5초 이하입니다.

Plogi Retries 필드

최초 실패 후 포트 로그인을 시도하는 횟수.
0 ~ 25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8입니다. 이 매개변
수에 대한 최적의 값을 구하려면 스토리지 어레이 설명서를 참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매개변수는 VIC 어댑터가 있는 서버에만 적용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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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Plogi Timeout 필드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기 전에 시스템이 대기하는 시간(밀리초)..
1000 ~ 255000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0,000입니다.
이 매개변수에 대한 최적의 값을 구하려면 스토리지 어레이 설명
서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SAN에서 Windows OS를 부팅하는 데 사용할 vHBA의 경우 이 필
드에 권장되는 값은 4,000ms입니다.
참고

이 매개변수는 VIC 어댑터가 있는 서버에만 적용됩니다.
부팅 vHBA에 대해 Plogi 시간 초과의 값이 20초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이 어댑터가 초기 Plogi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면 SAN 부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팅 지원 vHBA
의 경우 권장되는 시간 초과 값은 5초 이하입니다.

Error Detect Timeout(오류 감지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밀
시간 초과) 필드
리초).
이 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Port Down Timeout(포트 다운
시간 초과) 필드

SCSI 상위 레이어에 원격 파이버 채널 포트가 사용 불가함을 알리
기 전에 이 포트가 오프라인 상태로 있어야 하는 시간(밀리초). 이
매개변수는 호스트 다중 경로 드라이버에 중요하며 오류 처리에
쓰이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0 ~ 240000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30,000입니다.
ESX가 실행되는 VIC 어댑터가 있는 서버의 경우 권장되는 값은
10,000입니다.
SAN에서 Windows OS를 부팅하는 데 사용할 포트가 있는 서버의
경우 이 필드에 권장되는 값은 5,000ms입니다.
이 매개변수에 대한 최적의 값을 구하려면 스토리지 어레이 설명
서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Port Down IO Retry(포트 다운
IO 재시도) 필드

이 매개변수는 VIC 어댑터가 있는 서버에만 적용됩니
다.

시스템에서 포트가 사용 불가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포트가 사용
중이라 포트에 대한 IO 요청이 반환되는 횟수.
0 ~ 25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8입니다. 이 매개변
수에 대한 최적의 값을 구하려면 스토리지 어레이 설명서를 참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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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개변수는 Windows를 실행하는 VIC 어댑터가 있는
서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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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Link Down Timeout(링크 다운
시간 초과) 필드

시스템에 업링크 포트가 중단되었고 패브릭 연결이 끊겼음을 알
리기 전에 업링크 포트가 오프라인 상태로 있어야 하는 시간(밀리
초).
0 ~ 240000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30,000입니다. 이
매개변수에 대한 최적의 값을 구하려면 스토리지 어레이 설명서
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매개변수는 Windows를 실행하는 VIC 어댑터가 있는
서버에만 적용됩니다.

Resource Allocation Timeout(리 시스템에서 리소스가 제대로 할당될 수 없다고 가정하기 전에 대
소스 할당 시간 초과) 필드
기하는 시간(밀리초).
이 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IO Throttle Count(IO 조절 횟수) 한 번에 vHBA에서 대기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제어 I/O 작업의
필드
최대 횟수. 이 값을 초과할 경우 대기 중인 I/O 작업 수가 감소하여
추가 작업이 처리 가능해질 때까지 추가 I/O 작업은 큐에서 기다
립니다.
이 매개변수는 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에 설치된 운
영 체제에 따라 제어하는 LUN 큐 깊이와 다릅니다.
1 ~ 1024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56입니다. 이 매개
변수에 대한 최적의 값을 구하려면 스토리지 어레이 설명서를 참
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Max LUNs Per Target(대상당 최 파이버 채널 드라이버에서 내보내거나 표시할 LUN의 최대 개수.
대 LUN) 필드
최대 LUN 수는 대개 서버에서 실행 중인 운영 체제에 의해 제어됩
니다.
1 ~ 1024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56입니다. ESX 또
는 Linux를 실행하는 서버의 경우 권장되는 값은 1024입니다.
이 매개변수에 대한 최적의 값을 구하려면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
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매개변수는 VIC 어댑터 또는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는
서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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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Interrupt Mode(인터럽트 모드) 드라이버에서 운영 체제에 인터럽트를 보낼 때 사용하는 방법. 다
필드
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MSI-X—MSI(Message Signaled Interrupts)와 선택적 확장. 서
버의 운영 체제에서 지원한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
습니다.
• MSI—MSI만.
• INTx—PCI INTx 인터럽트.
참고

이 매개변수는 VIC 어댑터 또는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고
Windows가 아닌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서버에만 적용됩
니다. Windows 운영 체제는 이 매개변수를 무시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9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Fibre Channel Policies(파이버 채널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기본 vHBA 동작 정책 구성
기본 vHBA 동작 정책
기본 vHBA 동작 정책을 통해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vHBA가 생성되는 방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vHBA를 생성하거나 자동 생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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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BA가 생성되는 방식을 정의하기 위해 기본 vHBA 동작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기본 vHBA를 생성하지 않습니
다. 모든 vHBA가 명시적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 HW Inherit(HW 상속)—서비스 프로필에서 vHBA가 필요한데 명시적으로 정의된 게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에 설치된 어댑터에 따라 필요한 vHBA
를 생성합니다.

참고

vHBA에 대한 기본 동작 정책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none(없음)이 사용됩니다.

기본 vHBA 동작 정책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루트 조직에서만 기본 vHBA 동작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위 조직에서는 기본 vHBA 동작 정
책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단계 4

Default vHBA Behavior(기본 vHBA 동작)를 클릭합니다.

단계 5

General(일반) 탭 Properties(속성) 영역의 Action(작업) 필드에서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
니다.
• None(없음)—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기본 vHBA를 생성하지 않습니
다. 모든 vHBA가 명시적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 HW Inherit(HW 상속)—서비스 프로필에서 vHBA가 필요한데 명시적으로 정의된 게 없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에 설치된 어댑터에 따라 필요한 vHBA
를 생성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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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연결 정책 구성
LAN 및 SAN 연결 정책
연결 정책은 네트워크의 서버 및 LAN 또는 SAN 간의 연결 및 네트워크 통신 리소스를 결정합니다.
이 정책에서는 서버에 MAC 주소, WWN, WWPN을 지정하고 서버가 네트워크 통신에 사용할 vNIC
및 vHBA를 식별하는 데 풀을 사용합니다.

참고

연결 정책에 고정 ID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책은 서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포함되며 여러 서버를 구성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LAN 및 SAN 연결 정책에 필요한 권한
연결 정책은 네트워크 또는 스토리지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연결을 통해 서비
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결 정책
을 생성하려면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연결 정책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
연결 정책은 다른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과 동일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다음
권한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admin—LAN 및 SAN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ls-server—LAN 및 SAN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ls-network—LAN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ls-storage—SAN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 정책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권한
연결 정책이 생성되면 ls-compute 권한의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s-compute 권한만 있는 사용자는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 정책 간의 상호 작용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LAN 및 SAN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프로필에 참조된 LAN 및 SAN 연결 정책
• 서비스 프로필에 생성된 로컬 vNIC 및 vHBA
• 로컬 vNIC 및 SAN 연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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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vHBA 및 LAN 연결 정책
Cisco UCS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에서 연결 정책과 로컬 vNIC 및 vHBA 컨피그레이션을 상호 배타적
으로 유지합니다. 연결 정책과 로컬에서 생성된 vNIC 또는 vHBA를 조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프로
필에 LAN 연결 정책을 포함할 경우 기존의 모든 vNIC 컨피그레이션이 지워지며, SAN 연결 정책을
포함할 경우 해당 서비스 프로필에서 기존의 모든 vHBA 컨피그레이션이 지워집니다.

SAN 연결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AN Connectivity Policies(SAN 연결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AN
Connectivity Policy(SAN 연결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SAN Connectivity Policy(SAN 연결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이름과 선택 사항인 설명을 입
력합니다.

단계 6

World Wide Node Name 영역의 WWNN Assignment 드롭다운 목록 드롭다운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
택합니다.
• 기본 WWN 풀을 사용하려면 Select (pool default used by default)을 선택합니다.
• Manual Using OUI(OUI를 사용하여 수동으로)에 나열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World Wide
Node Name 필드에 WWN을 입력합니다.
20:00:00:00:00:00:00:00 ~ 20:FF:FF:FF:FF:FF:FF:FF 또는 50:00:00:00:00:00:00:00 ~
5F:FF:FF:FF:FF:FF:FF:FF에서 WWNN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here 링크를 클릭하여 지정한 WWNN
이 사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 풀로부터 WWN을 지정하게 하려면 목록에서 WWN 풀 이름을 선택합니다. 각 풀 이름의
뒤에는 2개의 숫자가 괄호로 묶여 있는데, 이는 풀에서 사용 가능한 WWN의 수 및 풀에 있는 총
WWN 개수를 나타냅니다.

단계 7

vHBAs 테이블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reate vHBAs(vHBA 생성) 대화 상자에서 이름 및 선택 사항인 설명을 입력합니다.

단계 9

Fabric ID(패브릭 ID), Select VSAN(VSAN 선택), Pin Group(핀 그룹), Persistent Binding(지속성 바
인딩), Max Data Field Size(최대 데이터 필드 크기)를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VSAN 또는 SAN 핀 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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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0 Operational Parameters(작동 매개변수) 영역에서 Stats Threshold Policy(통계 임계값 정책)를 선택
합니다.
단계 11 Adapter Performance Profile(어댑터 성능 프로필) 영역에서 Adapter Policy(어댑터 정책)과 QoS
Policy(QoS 정책)를 선택합니다.
또한 이 영역에서 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 또는 QoS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2 정책에 필요한 모든 vHBA를 생성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정책을 포함합니다.

SAN 연결 정책에 대한 vHBA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 > San Connectivity Policies(SAN 연결 정책)
를 확장합니다.

단계 3

vHBA를 생성할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테이블 아이콘 모음에서 +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vHBAs(vHBA 생성) 대화 상자에서 이름 및 선택 사항인 설명을 입력합니다.

단계 7

Fabric ID(패브릭 ID), Select VSAN(VSAN 선택), Pin Group(핀 그룹), Persistent Binding(지속성 바
인딩), Max Data Field Size(최대 데이터 필드 크기)를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VSAN 또는 SAN 핀 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8

Operational Parameters(작동 매개변수) 영역에서 Stats Threshold Policy(통계 임계값 정책)를 선택
합니다.

단계 9

Adapter Performance Profile(어댑터 성능 프로필) 영역에서 Adapter Policy(어댑터 정책)과 QoS
Policy(QoS 정책)를 선택합니다.
또한 이 영역에서 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 또는 QoS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0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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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연결 정책에서 vHBA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vHBA를 삭제할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vHBAs 테이블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삭제할 vHBA를 클릭합니다.
b) 아이콘 모음에서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SAN 연결 정책에 대한 개시자 그룹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개시자 그룹을 생성할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vHBA Initiator Groups(vHBA 개시자 그룹)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테이블 아이콘 모음에서 +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vHBA Initiator Group(vHBA 개시자 그룹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vHBA 개시자 그룹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그룹에 대한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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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Select vHBA Initiators(vHBA 개 사용할 각 vHBA의 Select(선택) 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시자 선택) 테이블
Storage Connection Policy(스토 이 vHBA 개시자 그룹과 연결된 스토리지 연결 정책. 다음을 원하
리지 연결 정책) 드롭다운 목록 는 경우
• 기존 스토리지 연결 정책을 사용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그
정책을 선택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 Global
Storage Connection Policy(전역 스토리지 연결 정책) 영역에
그 정책과 FC 대상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전역으로 사용 가능할 새 스토리지 연결 정책을 생성하고
Create Storage Connection Policy(스토리지 연결 정책 생성)
링크를 클릭합니다.
• 이 vHBA 개시자 그룹에만 사용 가능한 로컬 스토리지 연결
정책을 생성하고 Specific Storage Connection Policy(특정 스
토리지 연결 정책) 옵션을 선택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 Specific Storage Connection Policy(특정 스토리지
연결 정책) 영역을 표시하므로 로컬 스토리지 연결 정책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Create Storage Connection
모든 서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사용 가능한 스
Policy(스토리지 연결 정책 생성) 토리지 연결 정책을 새로 생성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링크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SAN 연결 정책에 대한 개시자 그룹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개시자 그룹을 삭제할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vHBA Initiator Groups(vHBA 개시자 그룹)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테이블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삭제할 개시자 그룹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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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이콘 모음에서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SAN 연결 정책 삭제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된 SAN 연결 정책을 삭제할 경우 그 서비스 프로필의 모든 vHBA도 삭제되며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의 SAN 데이터 트래픽이 중단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SAN Connectivity Policies(SAN 연결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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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파이버 채널 조닝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파이버 채널 조닝 정보, 391 페이지
• Cisco UCS Manager의 파이버 채널 조닝 지원, 392 페이지
• Cisco UCS Manager 기반 파이버 채널 조닝에 대한 지침 및 권장 사항, 394 페이지
• Cisco UCS에서 파이버 채널 조닝 구성, 394 페이지
• 파이버 채널 조닝에 대한 VSAN 생성, 396 페이지
•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연결 정책 구성, 398 페이지

파이버 채널 조닝 정보
파이버 채널 조닝으로 파이버 채널 패브릭을 하나 이상의 영역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은
VSAN에서 상호 통신 가능한 파이버 채널 개시자 및 파이버 채널 대상의 모음을 정의합니다. 또한 조
닝으로 호스트와 스토리지 디바이스 또는 사용자 그룹 간의 액세스 제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닝을 통한 액세스 및 데이터 트래픽 제어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SAN 네트워크 보안 향상
•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 방지 지원
• 성능 문제 완화

영역 정보
영역은 다음 특성을 갖는 여러 영역 멤버로 구성됩니다.
• 영역의 멤버는 상호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다른 영역의 멤버끼리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영역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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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이스가 둘 이상의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 물리적 패브릭 하나가 최대 8,000개의 영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역 세트에 대한 정보
각 영역 세트는 하나 이상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영역 세트를 사용하여 파이버 채널 패브릭 내에서
액세스 제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역 세트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언제든 하나의 영역 세트만 활성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영역 세트에 포함된 모든 영역은 패브릭의 모든 스위치에서 단일 엔티티로 활성화하거나 비활
성화할 수 있습니다.
• 영역은 둘 이상의 영역 세트에 속할 수 있습니다.
• 한 영역의 스위치 1개가 최대 500개의 영역 세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의 파이버 채널 조닝 지원
Cisco UCS Manager에서는 스위치 기반 파이버 채널 조닝 및 Cisco UCS Manager 기반 파이버 채널 조
닝을 지원합니다. 동일한 Cisco UCS domain에서 여러 조닝 유형의 조합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음
조닝 유형 중 하나로 Cisco UCS domai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Manager 기반 파이버 채널 조닝—이 컨피그레이션은 DAS(direct attach storage)와 로
컬 조닝을 결합합니다. 파이버 채널 또는 FCoE 스토리지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직접 연결되며
Cisco UCS Manager에서 Cisco UCS 로컬 조닝을 사용하여 조닝이 수행됩니다. 기존 파이버 채널
또는 FCoE 업링크 연결은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Cisco UCS에서는 현재 활성 파이버 채널 또는
FCoE 업링크 연결 상태에서 UCS 로컬 조닝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스위치 기반 파이버 채널 조닝—이 컨피그레이션은 DAS(direct attach storage)와 업링크 조닝을
결합합니다. 파이버 채널 또는 FCoE 스토리지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직접 연결되며 Cisco UCS
domain 외부에서 MDS 또는 Nexus 5000 스위치를 통해 조닝이 수행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은
Cisco UCS domain의 로컬 조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

조닝이 VSAN별로 구성됩니다. 패브릭 레벨에서 조닝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Cisco UCS Manager 기반 파이버 채널 조닝
Cisco UCS Manager 기반 조닝을 통해 Cisco UCS Manager에서 Cisco UCS domain에 대한 파이버 채널
조닝 컨피그레이션을 제어합니다. 여기에는 이 조닝 유형으로 설정한 모든 VSAN에 대한 영역을 생
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조닝 유형은 로컬 조닝 또는 로컬 조닝 DAS(direct attach
storage)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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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VSAN이 업스트림 스위치의 VSAN과도 통신하도록 구성되었고 파이버 채널 또는 FCoE 업링크
포트를 포함할 경우 Cisco UCS Manager 기반 조닝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지원되는 파이버 채널 조닝 모드
Cisco UCS Manager 기반 조닝은 다음 조닝 유형을 지원합니다.
• 단일 개시자 단일 대상—Cisco UCS Manager에서 각 vHBA 및 스토리지 포트 쌍에 대해 하나의
영역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각 영역에는 2개의 멤버가 있습니다. 영역 수가 지원되는 최대값
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이 조닝 유형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일 개시자 다중 대상—Cisco UCS Manager에서 각 vHBA에 대해 하나의 영역을 자동으로 생성
합니다. 영역 수가 지원되는 최대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 조닝 유형을 구성하는 것
이 좋습니다.

vHBA 개시자 그룹
vHBA 개시자 그룹은 서비스 프로필에서 모든 vHBA에 대한 파이버 채널 조닝 컨피그레이션을 결정
합니다. Cisco UCS Manager는 기본 vHBA 개시자 그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 속한 서버
에 지정될 서비스 프로필에서 vHBA 개시자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vHBA 개시자 그룹의 컨피그레이션이 다음 항목을 결정합니다.
• 개시자 그룹에 속한 vHBA. vHBA 개시자라고도 합니다.
•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연결 정책. 스토리지 어레이의 연결된 VSAN 및 파이버 채널 대상 포트가
포함됩니다.
• 그룹에 속한 vHBA에 대해 구성될 파이버 채널 조닝의 유형.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연결 정책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연결 정책은 Cisco UCS Manager 기반 파이버 채널 조닝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스토리지 어레이 대상 스토리지 포트의 모음을 포함합니다. 조직 또는 개시자 그룹 하에 이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의 스토리지 어레이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연결 정책에 포함하는 이 어레이의 대상 스토리지 포트는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포트 또는 FCoE 스
토리지 포트일 수 있습니다. 포트의 WWN을 사용하여 정책에 추가하거나 파이버 채널 영역에 대한
포트를 식별합니다.

참고

Cisco UCS Manager에서는 기본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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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버 채널 활성 영역 설정 컨피그레이션
파이버 채널 조닝이 활성화된 각 VSAN에서 Cisco UCS Manager는 자동으로 한 영역 세트 및 여러 영
역을 구성합니다. 영역 멤버십은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개시자 및 대상의 모음을 지정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자동으로 영역 세트를 활성화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사용자 구성 vHBA 개시자 그룹 및 연결된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연결 정책
을 처리하여 파이버 채널 개시자와 대상 간의 바람직한 연결을 결정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는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개시자와 대상 간의 쌍 영역 멤버십을 구성합니다.
• vHBA 개시자 그룹에서 파생된 vHBA 개시자의 포트 WWN.
• 스토리지 연결 정책에서 파생된 스토리지 어레이의 포트 WWN.

스위치 기반 파이버 채널 조닝
스위치 기반 조닝에서는 Cisco UCS domain이 업스트림 스위치로부터 조닝 컨피그레이션을 상속합
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조닝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구성하거나 볼 수 없습니다. VSAN
에 대해 스위치 기반 조닝을 사용하려면 Cisco UCS Manager에서 그 VSAN에 대한 조닝을 비활성화
해야 합니다.

Cisco UCS Manager 기반 파이버 채널 조닝에 대한 지침 및
권장 사항
파이버 채널 조닝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계획할 때 다음 지침 및 권장 사항을 고려합니다.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는 Cisco UCS Manager 컨피그레이션에서 스위치 모드여야 함
Cisco UCS Manager에서 파이버 채널 조닝을 처리하려면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파이버 채널 스위치
모드여야 합니다. 엔드-호스트 모드에서 파이버 채널 조닝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고가용성을 위해 대칭 컨피그레이션이 권장됩니다.
Cisco UCS domain이 2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사용하여 고가용성으로 구성될 경우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동일한 VSAN 세트로 구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Cisco UCS에서 파이버 채널 조닝 구성
참고

이 절차에서는 Cisco UCS Manager에서 제어하는 파이버 채널 조닝에 대해 Cisco UCS domain을
구성하기 위한 단계를 개괄적으로 소개합니다. 다음 단계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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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Cisco UCS domain에서 MDS와 같은 외부
파이버 채널 스위치로부터의 패브릭 인터
커넥트 연결을 아직 해제하지 않았다면 지
금 해제합니다.

단계 2

Cisco UCS domain에 외부 파이버 채널 스위 이 기능은 현재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치에서 관리한 영역이 아직 있을 경우 해당 사용할 수 없습니다. Cisco UCS Manager CLI에
VSAN 각각에서
서 이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clear-unmanaged-fc-zone-all 명령을 실행하
여 이 영역을 제거합니다.

단계 3

파이버 채널 스위치 모드에서 양쪽 패브릭 엔드-호스트 모드에서 파이버 채널 조닝을 구
인터커넥트에 대한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 성할 수 없습니다.
드를 구성합니다.
파이버 채널 스위칭 모드 구성, 7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4

파이버 채널 영역에 대한 트래픽 전달에 필 포트 및 포트 채널 구성, 83 페이지을 참조하
요한 파이버 채널 및 FCoE 스토리지 포트 십시오.
를 구성합니다.

단계 5

VSAN을 하나 이상 생성하고 파이버 채널
영역에 대한 트래픽 전달에 필요한 모든
VSAN에서 파이버 채널 조닝을 활성화합니
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파이버 채널
영역에 포함하려는 VSAN을 SAN Uplinks
Manager에서 생성하고 공통/전역 컨피그레이
션을 통해 양쪽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두에서
액세스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버 채널 조닝에 대한 VSAN 생성, 396 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6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연결 정책을 하나 이 원한다면 서비스 프로필에서 파이버 채널 조
상 생성합니다.
닝을 구성할 때 이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연결 정책 생성, 398 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7

파이버 채널 영역과 통신해야 하는 서버에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이 컨피그레이션을 완
대해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 료합니다.
플릿에서 조닝을 구성합니다.
• VSAN 또는 VHBA에 지정된 VSAN에서
조닝을 활성화합니다.
• vHBA 개시자 그룹을 하나 이상 구성합니
다.
서비스 프로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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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버 채널 조닝에 대한 VSAN 생성
참고

SAN 클라우드의 FCoE VLAN과 LAN 클라우드의 VLAN의 ID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VSAN에 있
는 FCoE VLAN의 ID와 VLAN의 ID가 같으면 이 FCoE VLAN을 사용하는 모든 vNIC 및 업링크 포
트에서 중대한 오류 및 트래픽 장애가 발생합니다. ID가 FCoE VLAN ID와 겹치는 모든 VLAN에
서 이더넷 트래픽이 폐기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의 SAN Uplinks(SAN 업링크) 탭에서 SAN Uplinks Manager(SAN 업링크 관리자) 링
크를 클릭합니다.
SAN 업링크 관리자가 별도의 창에 열립니다.

단계 4

SAN 업링크 관리자에서 VSAN 탭을 클릭합니다.
어떤 하위 탭에서도 VS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ll(모두) 하위 탭을 사용할 경우 구성된 모
든 VSAN을 테이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계 5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6

VSAN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료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네트워크에 지정된 이름.
이 이름은 1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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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FC Zoning(FC 조닝) 필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Cisco UCS Manager에서 Cisco UCS domain
을 위한 파이버 채널 조닝을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업스트림 스위치에서 파이버 채널 조
닝을 처리합니다. 또는 Cisco UCS domain에서 파이버 채널
조닝이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파
이버 채널 조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화)—Cisco UCS Manager에서 Cisco UCS domain
을 위해 파이버 채널 조닝을 구성하고 제어합니다.
참고

Type(유형) 라디오 버튼

Cisco UCS Manager을 통한 파이버 채널 조닝을 활성화할
경우 업스트림 스위치에 파이버 채널 조닝에 쓰이는 VSAN
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VSAN 컨피그레이션을 결정하려면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Common/Global(공통/전역)—모든 가용 패브릭에서 VSAN
이 동일한 VSAN ID에 매핑됩니다.
• Fabric A(패브릭 A)—VSAN이 패브릭 A에만 있는 VSAN ID
에 매핑됩니다.
• Fabric B(패브릭 B)—VSAN이 패브릭 B에만 있는 VSAN ID
에 매핑됩니다.
• Both Fabrics Configured Differently(두 패브릭을 다르게 구
성)—VSAN이 각 가용 패브릭에서 서로 다른 VSAN ID에 매
핑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Cisco UCS Manager GUI는 각
패브릭에 대해 VSAN ID 필드 및 FCoE VLAN 필드를 표시
합니다.

VSAN ID 필드

네트워크에 지정된 고유 식별자.
ID는 1 ~ 4078 또는 4080 ~ 4093입니다. 4079는 예약된 VSAN ID입
니다. 또한 FC 엔드-호스트 모드를 사용할 계획일 경우 3840 ~ 4079
도 예약된 VSAN ID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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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FCoE VLAN 필드

파이버 채널 연결에 쓰이는 VLAN에 지정된 고유 식별자.
VLAN 4048은 사용자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Cisco UCS
Manager에서는 다음 기본값에 VLAN 4048을 사용합니다. VLAN
에 4048을 지정하려면 이 값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 Cisco UCS, Release 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 FCoE 스토리지
포트 기본 VLAN에서는 기본적으로 VLAN 4048을 사용합니
다.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기본 FCoE VSAN이 VLAN 1을 사
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이를 사용 중이 아니거나 예약되지 않
은 VLAN ID로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LAN ID 4049가
사용 중이 아니라면 이를 기본값으로 변경합니다.
• Cisco UCS, Release 2.0을 새로 설치하면 기본 VSAN의 FCoE
VLAN에서 기본적으로 VLAN 4048을 사용합니다. FCoE 스
토리지 포트 기본 VLAN에서는 VLAN 4049를 사용합니다.
Cisco UCS CNA M72KR-Q, Cisco UCS CNA M72KR-E와 같이 FIP
를 지원하는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의 경우 명명된 VSAN에
네이티브 VLAN이 아닌 명명된 VLAN을 FCoE VLAN ID로 구성
해야 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FCoE 트래픽이 이 어댑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연결 정책 구성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연결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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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Storage Connection Policies(스토리지 연결 정책)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torage Connection Policy(스토리지 연결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Storage Connection Policy(스토리지 연결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정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
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
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
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
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6

Zoning Type(조닝 유형) 필드에서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None(없음)—Cisco UCS Manager에서 파이버 채널 조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Single Initiator Single Target(단일 개시자 단일 대상)—Cisco UCS Manager에서 각 vHBA 및 스
토리지 포트 쌍에 대해 하나의 영역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각 영역에는 2개의 멤버가 있습니
다. 영역 수가 지원되는 최대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이 조닝 유형을 구성하는 것
이 좋습니다.
• Single Initiator Multiple Targets(단일 개시자 다중 대상)—Cisco UCS Manager에서 각 vHBA에
대해 하나의 영역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영역 수가 지원되는 최대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 조닝 유형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7

FC Target Endpoints(FC 대상 엔드포인트) 테이블에서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의 +를 클릭합
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8

Create FC Target Endpoint(FC 대상 엔드포인트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하고 OK(확
인)를 클릭합니다.
이름

설명

WWPN 필드

서버가 스토리지 어레이에 구성된 LUN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
는 파이버 채널 또는 FCoE 스토리지 어레이의 물리적 대상 포트
에 지정된 WWPN(WW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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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Description(설명) 필드

대상 엔드포인트에 대한 설명. 대상 엔드포인트가 연결할 포트,
LUN,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th(경로) 필드

대상 엔드포인트와의 통신에 사용할 패브릭 인터커넥트.

Select VSAN(VSAN 선택)드롭다 대상 엔드포인트와의 통신에 사용할 VSAN.
운 목록
Create VSAN(VSAN 생성) 링크 VSAN을 생성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정책에 대해 원하는 대상 엔드포인트를 다 생성할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단계 9

정책에 필요한 모든 대상 엔드포인트를 생성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연결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Storage Connection Policies(스토리지 연결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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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서버 관련 풀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버 풀 구성, 401 페이지
• UUID 접미사 풀 구성, 404 페이지
• IP 풀 구성, 406 페이지

서버 풀 구성
서버 풀
서버 풀은 서버 모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버들은 동일한 특성을 공유합니다. 이를테면 섀시에서
의 위치 또는 서버 유형, 메모리의 양, 로컬 스토리지, CPU 유형, 로컬 드라이브 컨피그레이션과 같은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서버 풀에 서버를 지정하거나 서버 풀 정책 및 서버 풀 정책 자격 조
건을 사용하여 지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조직을 통해 멀티테넌시를 구현할 경우 해당 조직에서 사용할 서버 풀을 하나 이상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CPU가 2개인 서버를 모두 포함하는 풀은 마케팅 조직에, 메모리가 64GB인
서버를 모두 포함하는 풀은 재무 조직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 풀은 시스템의 어떤 섀시에 속한 서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버가 여러 서버 풀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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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풀 구성
서버 풀 생성

서버 풀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ols(풀)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풀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erver Pools(서버 풀)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erver Pool(서버 풀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Server Pool(서버 풀 생성) 마법사의 Set Name and Description(이름 및 설명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서버 풀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서버 풀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6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reate Server Pool(서버 풀 생성) 마법사의 Add Servers(서버 추가) 페이지에서
a) Available Servers(사용 가능 서버)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서버를 선택합니다.
b) >> 버튼을 클릭하여 서버 풀에 서버를 추가합니다.
c) 원하는 모든 서버를 풀에 추가했으면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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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풀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Server Pools(서버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 풀에 서버 추가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하나 이상의 서버를 추가할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dd Servers to Server Pool(서버
풀에 서버 추가)을 선택합니다.

단계 4

Add Servers to Server Pool(서버 풀에 서버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Servers(서버) 테이블에서 서버 풀에 추가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Shift 키 또는 Ctrl 키를 사용하여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 버튼을 클릭하여 이 서버를 Pooled Servers(풀 기반 서버) 테이블로 이동하고 서버 풀에 추가합
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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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풀에서 서버 제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하나 이상의 서버를 제거할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dd Servers to Server Pool(서버
풀에 서버 추가)을 선택합니다.

단계 4

Add Servers to Server Pool(서버 풀에 서버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Pooled Servers(풀 기반 서버) 테이블에서 서버 풀에서 제거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Shift 키 또는 Ctrl 키를 사용하여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 버튼을(를) 클릭하여 이 서버를 Servers(서버) 테이블(으)로 이동하고 서버 풀에서 제거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UUID 접미사 풀 구성
UUID 접미사 풀
UUID 접미사 풀은 서버에 지정할 수 있는 SMBIOS UUID의 모음입니다. UUID의 1번째 숫자, 즉 접
두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릿수인 UUID 접미사는 가변적입니다. UUID 접미사 풀을 사용
하면 이 가변적인 값이 해당 풀을 사용하는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된 서버 각각에서 고유한 값을 가져
충돌이 방지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서 UUID 접미사 풀을 사용할 경우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의 UUID를 수동으
로 구성할 필요 없습니다.

UUID 접미사 풀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ols(풀)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풀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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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UUID Suffix Pools(UUID 접미사 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UUID Suffix
Pool(UUID 접미사 풀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UUID Suffix Pool(UUID 접미사 풀 생성) 마법사의 Define Name and Description(이름 및 설명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UUID 풀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풀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efix(접두사)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erived—시스템에서 접미사를 생성합니다.
• other—원하는 접미사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XXXXXXXX-XXXX-XXXX 형식
으로 접미사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를 표시합니다.

Assignment Order(지정 순서) 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드
• Default(기본)—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임의의 ID를 선
택합니다.
• Sequential(순차적)—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사용 가능
한 가장 낮은 ID를 선택합니다.

단계 6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reate UUID Suffix Pool(UUID 접미사 풀 생성) 마법사의 Add UUID Blocks(UUID 블록 추가) 페이
지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reate a Block of UUID Suffixes(UUID 접미사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From(시작) 필드

블록의 첫 UUID.

Size(크기) 필드

블록의 UUID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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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Finish(마침)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UUID 접미사 풀을 서비스 프로필 및/또는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UUID 접미사 풀 삭제
풀을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풀에서 vNIC 또는 vHBA에 지정되었던 어떤 주소도 재지
정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풀로부터 지정된 모든 주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vNIC 또는
vHBA에 남아 있습니다.
•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이 삭제됩니다.
• 주소가 지정된 vNIC 또는 vHBA가 삭제됩니다.
• vNIC 또는 vHBA가 다른 풀에 지정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UUID Suffix Pools(UUID 접미사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IP 풀 구성
IP 풀
IP 풀은 기본적인 용도가 없는 IP 풀의 모음입니다. 다음을 위해 Cisco UCS Manager에서 IPv4 또는
IPv6 주소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프로필이 연결된 서버에 대해 기본 관리 IP 풀인 ext-mgmt를 대체합니다. Cisco UCS
Manager는 서버의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에서 끝나는 외부 액세스를 위
해 각 IP 주소 블록을 IP 풀에 보존합니다.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이 없을 경우 CIMC가 IP 주소를
받을 수 있도록 ext-mgmt IP 풀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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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MC에 대한 관리 인밴드 또는 OOB(out-of-band) IP 주소를 대체합니다.

참고

Cisco UCS Manager에서 iSCSI 부팅 IPv6 풀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다음을 위해 Cisco UCS Manager에서 IPv4 주소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기본 iSCSI 부팅 IP 풀 iscsi-initiator-pool을 대체합니다. Cisco UCS Manager는 사용자가 지정하
는 각 IP 주소 블록을 IP 풀에 보존합니다.
• 관리 IP 주소 및 iSCSI 부팅 IP 주소를 모두 대체합니다.

참고

IP 풀은 서버 또는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고정 IP 주소로 지정되었던 어떤 IP 주소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IP 풀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IP Pools(IP 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IP Pool(IP 풀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IP Pool(IP 풀 생성 마법사의 Define Name and Description(이름 및 설명 정의) 페이지에서 다
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IP 풀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IP 주소 풀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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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Assignment Order(지정 순서) 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드
• Default(기본)—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임의의 ID를 선
택합니다.
• Sequential(순차적)—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사용 가능
한 가장 낮은 ID를 선택합니다.

단계 5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IP Pool(IP 풀 생성) 마법사의 Add IPv4 Blocks(IPv4 블록 추가) 페이지에서 Add(추가)를 클릭
합니다.

단계 7

Create a Block of IPv4 Addresses(IPv4 주소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From(시작) 필드

블록의 첫 IPv4 주소.

Size(크기) 필드

풀에 있는 IP 주소의 수.

Subnet Mask(서브넷 마스크) 필 블록의 IPv4 주소와 연결된 서브넷 마스크.
드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 블록의 IPv4 주소와 연결된 기본 게이트웨이.
이) 필드
Primary DNS(기본 DNS) 필드

이 IPv4 주소 블록에서 액세스해야 할 기본 DNS 서버.

Secondary DNS(보조 DNS) 필드 이 IPv4 주소 블록에서 액세스해야 할 보조 DNS 서버.

단계 8
단계 9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Create IP Pool(IP 풀 생성) 마법사의 Add IPv6 Blocks(IPv6 블록 추가) 페이지에서 Add(추가)를 클릭
합니다.
단계 11 Create a Block of IPv6 Addresses(IPv6 주소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From(시작) 필드

블록의 첫 IPv6 주소.

Size(크기) 필드

블록의 마지막 IPv6 주소.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필드

블록의 IPv6 주소와 연결된 기본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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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Prefix(접두사)

블록의 IPv6 주소와 연결된 네트워크 주소 접두
사.

Primary DNS(기본 DNS) 필드

이 IPv6 주소 블록에서 액세스해야 할 기본 DNS
서버.

Secondary DNS(보조 DNS) 필드

이 IPv6 주소 블록에서 액세스해야 할 보조 DNS
서버.

단계 12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3 Finish(마침)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IP 풀을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IP 풀에 블록 추가
IP 풀에 IPv4 또는 IPv6 주소 블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IP Pools(IP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원하는 IP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Create Block of IPv4 Addresses(IPv4 주소 블록 생성)
• Create Block of IPv6 Addresses(IPv6 주소 블록 생성)

단계 5

해당 대화 상자에서 필드를 완성합니다.
a) Create a Block of IPv4 Addresses(IPv4 주소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열

블록에 지정된 IPv4 주소의 범위.

From(시작) 열

블록의 첫 IPv4 주소.

To(마지막) 열

블록의 마지막 IPv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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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Subnet(서브넷) 열

블록의 IPv4 주소와 연결된 서브넷 마스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
웨이) 열

블록의 IPv4 주소와 연결된 기본 게이트웨이.

Primary DNS(기본 DNS) 열

이 IPv4 주소 블록에서 액세스해야 할 기본 DNS 서버.

Secondary DNS(보조 DNS) 열

이 IPv4 주소 블록에서 액세스해야 할 보조 DNS 서버.

b) Create a Block of IPv6 Addresses(IPv6 주소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6

이름

설명

Name(이름) 열

블록에 지정된 IPv6 주소의 범위.

From(시작) 열

블록의 첫 IPv6 주소.

To(마지막) 열

블록의 마지막 IPv6 주소.

Prefix 열

블록의 IPv6 주소와 연결된 네트워크 주소 접두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
웨이) 열

블록의 IPv6 주소와 연결된 기본 게이트웨이.

Primary DNS(기본 DNS) 열

이 IPv6 주소 블록에서 액세스해야 할 기본 DNS 서버.

Secondary DNS(보조 DNS) 열

이 IPv6 주소 블록에서 액세스해야 할 보조 DNS 서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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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풀에서 블록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ols(풀) > Root(루트)를 확장합니다.

단계 3

IP Pools(IP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P 주소 블록을 삭제할 풀을 확장합니다.

단계 5

삭제할 IP 주소 블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IP 풀 삭제
풀을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풀에서 vNIC 또는 vHBA에 지정되었던 어떤 주소도 재지
정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풀로부터 지정된 모든 주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vNIC 또는
vHBA에 남아 있습니다.
•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이 삭제됩니다.
• 주소가 지정된 vNIC 또는 vHBA가 삭제됩니다.
• vNIC 또는 vHBA가 다른 풀에 지정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IP Pools(IP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IP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참고
기본 풀 ext-mgmt 및 iscsi-initiator-pool을 삭제할 수 없습니
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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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리 IP 주소 설정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관리 IP 주소, 413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의 관리 IP 주소 구성, 414 페이지
• 랙 서버의 관리 IP 주소 구성, 419 페이지
• 서비스 프로필에서 관리 IP 주소 설정, 424 페이지
•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관리 IP 주소 설정, 428 페이지
• 관리 IP 주소 구성, 428 페이지

관리 IP 주소
Cisco UCS domain의 각 서버는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또는 그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 하나 이상의 관리 IP 주소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CIMC에
서 종료하는 외부 액세스에 이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이 외부 액세스는 다음 서비스 중 하나를 거칠
수 있습니다.
• KVM 콘솔
• SoL(Serial over LAN)
• IPMI 툴
서버의 CIMC에 액세스하는 데 쓰이는 관리 IP 주소는 OOB(out-of-band) 주소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
해 트래픽이 관리 포트를 거쳐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지나거나 패브릭 업링크 포트를 거쳐 패브릭 인
터커넥트를 지납니다. 서버의 CIMC에 액세스하기 위해 최대 6개의 IP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개는 OOB, 4개는 인밴드입니다.
다음 관리 IP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서버에 직접 지정되는 고정 OOB IPv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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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서버의 관리 IP 주소 구성

• 전역 ext-mgmt 풀에서 서버에 지정되는 OOB IPv4 주소
•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서 얻은 인밴드 IPv4 주소
• 관리 IP 풀에서 얻어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지정된 인밴드 IPv4 주소
• 서버에 직접 지정되는 고정 인밴드 IPv6 주소
•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서 얻은 인밴드 IPv6 주소
서버의 각 CIMC에 그리고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 여러 관리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각각에 다른 IP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된 관리 IP 주소는 그 서비스 프로필과 함께 이동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다른
서버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KVM 또는 SoL 세션이 활성 상태일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세션을 종
료하고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될 때까지 재시작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참고

Cisco UCS domain에서 어떤 서버 또는 서비스 프로필에 이미 지정된 적이 있는 고정 IP 주소는 서
버 또는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하려고 시도하면 Cisco UCS Manager에서는 IP
주소가 이미 사용 중이라는 경고를 표시하고 컨피그레이션을 거부합니다.

블레이드 서버의 관리 IP 주소 구성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블레이드 서버 구성
이 작업이 회색으로 표시된 경우 서버에 이미 고정 IP 주소가 지정된 것입니다.
서버당 총 3개의 고정 관리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아웃밴드 IPv4
• Inband IPv4(인밴드 IPv4)
• Inband IPv6(인밴드 IPv6)

참고

3가지를 모두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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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블레이드 서버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IP 주소를 구성하려는 서버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CIMC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Actions(작업) 영역에서는 관리 IP 주소에 대한 2가지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 Modify Outband Static Management IP(아웃밴드 고정 관리 IP 수정)
• Change Inband Management IP(인밴드 관리 IP 변경)

단계 6

아웃밴드 고정 관리 IP 주소를 수정하려면 Actions(작업) 영역에서 Modify Outband Static Management
IP(아웃밴드 고정 관리 IP 수정)를 클릭합니다.

단계 7

Modify Outband Static Management IP(아웃밴드 고정 관리 IP 수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
성합니다.
필드

설명

IP Address(IP 주소)

서버에 지정할 고정 IPv4 주소.

Subnet Mask

IP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

Default Gateway

IP 주소에서 사용해야 할 기본 게이트웨이.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9

인밴드 관리 IP 주소를 수정하려면 Change Inband Management IP(인밴드 관리 IP 변경)를 클릭합니
다.
Change Management IP Address(관리 IP 주소 변경) 대화 상자에는 2개의 탭이 있습니다.
• Inband IPv4(인밴드 IPv4)
• Inband IPv6(인밴드 IPv6)
a) 고정 인밴드 IPv4 관리 주소를 변경하려면 Inband IPv4(인밴드 IPv4)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b) Change Management IP Address(관리 IP 주소 변경)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필드

설명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 Static(고정)을 클릭합니다.
책) 드롭다운
IP Address(IP 주소)

서버에 지정할 고정 IPv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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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Subnet Mask

IP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IP 주소에서 사용해야 할 기본 게이트웨이.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d) 고정 인밴드 IPv6 관리 주소를 변경하려면 Inband IPv6(인밴드 IPv6)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e) Change Management IP Address(관리 IP 주소 변경)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필드

설명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 Static(고정)을 클릭합니다.
책) 드롭다운
IP Address(IP 주소)

서버에 지정할 고정 IPv6 주소.

Prefix(접두사)

IP 주소에 대한 네트워크 접두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IP 주소에서 사용해야 할 기본 게이트웨이.

단계 10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1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관리 IP 풀을 사용하도록 블레이드 서버 구성
이 절차에서 지정된 작업이 회색으로 표시될 경우 해당 컨피그레이션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의미합
니다.
서버당 총 3개의 관리 IP 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아웃밴드 IPv4
• Inband IPv4(인밴드 IPv4)
• Inband IPv6(인밴드 IPv6)

참고

3가지를 모두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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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IP 풀을 사용하도록 블레이드 서버 구성

시작하기 전에
서버에서 관리 IP 풀을 사용하도록 구성하기 전에 관리 IP 풀을 구성합니다. 인밴드 관리 및 vLAN 그
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인밴드 관리 지원, 26 페이지
• VLAN 그룹과 인밴드 프로필 연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관리 IP 풀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서버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CIMC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 아웃밴드 IP 풀 기반 관리 IP 주소 정책을 구성하려면 6단계로 진행합니다.
• 인밴드 IPv4 및/또는 IPv6 관리 IP 주소 정책을 구성하려면 8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Use Outband Pooled Management IP(아웃밴드 풀 기반 관리 IP 사용)를 클릭
합니다.

단계 7

Use Outband Pooled Management IP(아웃밴드 풀 기반 관리 IP 사용) 확인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관리 IP 주소 정책이 아웃밴드 관리 IP 풀의 OOB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전환되었습니다.

단계 8

Actions(작업) 영역에서 Change Inband Management IP(인밴드 관리 IP 변경)를 클릭합니다.

단계 9

Change Management IP(관리 IP 변경) 대화 상자에는 2개의 탭이 있습니다.
• Inband IPv4(인밴드 IPv4)
• Inband IPv6(인밴드 IPv6)
a) 인밴드 IPv4 관리 IP 풀을 변경하려면 Inband IPv4(인밴드 IPv4) 탭을 클릭하고 다음 필드를 완성
합니다.
필드

설명

Network(네트워크) 드롭다운 목록

연결된 VLAN 그룹에서 선택된 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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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 서버에 지정하려는 관리 IP 풀. 2가지 유형의 풀
책) 드롭다운 목록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풀
• 전역 풀
Domain Pools(도메인 풀) 항목 또는 Global
Pools(전역 풀) 항목에서 제공하는 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b) 인밴드 IPv6 관리 IP 풀을 변경하려면 Inband IPv6(인밴드 IPv6) 탭을 클릭하고 다음 필드를 완성
합니다.
필드

설명

Network(네트워크) 드롭다운 목록

연결된 VLAN 그룹에서 선택된 VLAN.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 서버에 지정하려는 관리 IP 풀. 2가지 유형의 풀
책) 드롭다운 목록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풀
• 전역 풀
Domain Pools(도메인 풀) 항목 또는 Global
Pools(전역 풀) 항목에서 제공하는 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단계 10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1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블레이드 서버에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
이 절차에서는 블레이드 서버에서 인밴드 관리 IP 주소 컨피그레이션을 제거합니다. 이 작업이 회색
으로 표시된 경우 완료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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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 > Server Name(서버 이름)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영역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CIMC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Delete Inband Configuration(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을 클릭합니다.

단계 6

Delete(삭제) 확인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의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삭제되었습니다.
참고

인밴드 서비스 프로필이 Cisco UCS Manager에서 기본 VLAN 및 풀 이름으로 구성된 경우 서
버 CIMC는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삭제되고 약 1분 후에 인밴드 프로필에서 자동으로 인밴
드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옵니다.

랙 서버의 관리 IP 주소 구성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랙 서버 구성
이 작업이 회색으로 표시된 경우 서버에 이미 고정 IP 주소가 지정된 것입니다.
서버당 총 3개의 고정 관리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아웃밴드 IPv4
• Inband IPv4(인밴드 IPv4)
• Inband IPv6(인밴드 IPv6)

참고

3가지를 모두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IP 주소를 구성하려는 서버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CIMC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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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작업) 영역에서는 관리 IP 주소에 대한 2가지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 Modify Outband Static Management IP(아웃밴드 고정 관리 IP 수정)
• Change Inband Management IP(인밴드 관리 IP 변경)
단계 6

아웃밴드 고정 관리 IP 주소를 수정하려면 Actions(작업) 영역에서 Modify Outband Static Management
IP(아웃밴드 고정 관리 IP 수정)를 클릭합니다.

단계 7

Modify Outband Static Management IP(아웃밴드 고정 관리 IP 수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
성합니다.
필드

설명

IP 주소

서버에 지정할 고정 IPv4 주소.

Subnet Mask(서브넷 마스크)

IP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IP 주소에서 사용해야 할 기본 게이트웨이.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9

인밴드 관리 IP 주소를 수정하려면 Change Inband Management IP(인밴드 관리 IP 변경)를 클릭합니
다.
Change Management IP Address(관리 IP 주소 변경) 대화 상자에는 2개의 탭이 있습니다.
• Inband IPv4(인밴드 IPv4)
• Inband IPv6(인밴드 IPv6)

단계 10 고정 인밴드 IPv4 관리 주소를 변경하려면 Inband IPv4(인밴드 IPv4)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11 Change Management IP Address(관리 IP 주소 변경)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필드

설명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
책) 드롭다운

Static(고정)을 클릭합니다.

IP Address(IP 주소)

서버에 지정할 고정 IPv4 주소.

Subnet Mask(서브넷 마스크)

IP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IP 주소에서 사용해야 할 기본 게이트웨이.

단계 12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3 고정 인밴드 IPv6 관리 주소를 변경하려면 Inband IPv6(인밴드 IPv6)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14 Change Management IP Address(관리 IP 주소 변경)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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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
책) 드롭다운

Static(고정)을 클릭합니다.

IP Address(IP 주소)

서버에 지정할 고정 IPv6 주소.

Prefix(접두사)

IP 주소의 접두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IP 주소에서 사용해야 할 기본 게이트웨이.

단계 15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관리 IP 풀을 사용하도록 랙 서버 구성
이 절차에서 지정된 작업이 회색으로 표시될 경우 해당 컨피그레이션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의미합
니다.
서버당 총 3개의 관리 IP 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아웃밴드 IPv4
• Inband IPv4(인밴드 IPv4)
• Inband IPv6(인밴드 IPv6)

참고

3가지를 모두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관리 IP 풀을 사용하도록 서버를 구성하기 전에 관리 IP 풀을 구성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관리 IP 풀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서버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CIMC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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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밴드 IP 풀 기반 관리 IP 주소 정책을 구성하려면 6단계로 진행합니다.
• 인밴드 IPv4 및/또는 IPv6 관리 IP 주소 정책을 구성하려면 8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Use Outband Pooled Management IP(아웃밴드 풀 기반 관리 IP 사용)를 클릭
합니다.

단계 7

Use Outband Pooled Management IP(아웃밴드 풀 기반 관리 IP 사용) 확인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관리 IP 주소 정책이 아웃밴드 관리 IP 풀의 OOB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전환되었습니다.

단계 8

Actions(작업) 영역에서 Change Inband Management IP(인밴드 관리 IP 변경)를 클릭합니다.

단계 9

Change Management IP(관리 IP 변경) 대화 상자에는 2개의 탭이 있습니다.
• Inband IPv4(인밴드 IPv4)
• Inband IPv6(인밴드 IPv6)
a) 인밴드 IPv4 관리 IP 풀을 변경하려면 Inband IPv4(인밴드 IPv4) 탭을 클릭하고 다음 필드를 완성
합니다.
필드

설명

Network(네트워크) 드롭다운 목록

서버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VLAN).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 서버에 지정하려는 관리 IP 풀. 2가지 유형의 풀
책) 드롭다운 목록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풀
• 전역 풀
Domain Pools(도메인 풀) 항목 또는 Global
Pools(전역 풀) 항목에서 제공하는 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b) 인밴드 IPv6 관리 IP 풀을 변경하려면 Inband IPv6(인밴드 IPv6) 탭을 클릭하고 다음 필드를 완성
합니다.
필드

설명

Network(네트워크) 드롭다운 목록

서버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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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 서버에 지정하려는 관리 IP 풀. 2가지 유형의 풀
책) 드롭다운 목록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풀
• 전역 풀
Domain Pools(도메인 풀) 항목 또는 Global
Pools(전역 풀) 항목에서 제공하는 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단계 10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1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랙 서버에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
이 절차에서는 랙 서버에서 인밴드 관리 IP 주소 컨피그레이션을 제거합니다. 이 작업이 회색으로 표
시된 경우 구성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없는 것입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Mounts(랙 마운트) > Servers(서버) > Server Name
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영역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CIMC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Delete Inband Configuration(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을 클릭합니다.

단계 6

Delete(삭제) 확인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의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삭제되었습니다.
참고

인밴드 서비스 프로필이 Cisco UCS Manager에서 기본 VLAN 및 풀 이름으로 구성된 경우 서
버 CIMC는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삭제되고 약 1분 후에 인밴드 프로필에서 자동으로 인밴
드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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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에서 관리 IP 주소 설정
서비스 프로필에서 다음 관리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OOB(out-of-band) IPv4 주소
• 인밴드 IPv4 주소
• 인밴드 IPv6 주소
이 절차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에서 관리 IP 주소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관리 IP 주소를 설정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관리 IP 주소를 설정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Change Management IP Address(관리 IP 주소 변경)를 클릭합니다.

단계 7

OOB IPv4 주소를 변경하려면 Outband IPv4(아웃밴드 IPv4) 탭을 클릭하고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책) 드롭
다운

이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에 대해 OOB 관리 IPv4 주소를 파
생하는 방식.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서버에 지정된 관리 IP
주소가 없습니다. 관리 IP 주소는 서버에 정의된 CIMC 관리
IP 주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 Static(고정)—서비스 프로필은 연결된 서버에 고정 관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이 새 서버로 마이그레이
션될 경우 관리 IP 주소가 서비스 프로필을 따라갑니다.
• Domain Pools(도메인 풀)—서비스 프로필은 풀 목록에서 선
택된 풀의 IP 관리 주소를 연결된 서버에 지정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이 새 서버로 마이그레이션될 경우 관리 IP 주소가 서
비스 프로필을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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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IP Address(IP 주소) 필드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서버에 지정된 OOB 관리 IPv4 주소.
참고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책)가
Static(고정)으로 설정되었거나 Domain Pools(도메인 풀)
IP 주소 풀 중 하나가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풀) 필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IP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Subnet Mask(서브넷 마스크) 필 OOB 관리 IPv4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
드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 OOB 관리 IPv4 주소.
이) 필드

a)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Static(고정)을 선택한 경우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8

이름

설명

IP Address(IP 주소) 필드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서버에 지정된 관리 IP 주소.

Subnet Mask(서브넷 마스크)
필드

관리 IP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
웨이) 필드

관리 IP 주소의 기본 게이트웨이.

인밴드 IPv4 주소를 변경하려면 Inband(인밴드) 탭을 클릭한 다음 Inband IPv4(인밴드 IPv4) 하위 탭
을 클릭하고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etwork(네트워크) 드롭다운

연결된 VLAN 그룹에서 선택된 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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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책) 드롭
다운

이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에 대해 인밴드 관리 IPv4 주소를
파생하는 방식.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서버에 지정된 관리 IP
주소가 없습니다. 관리 IP 주소는 서버에 정의된 CIMC 관리
IP 주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 Static(고정)—서비스 프로필은 연결된 서버에 고정 관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이 새 서버로 마이그레이
션될 경우 관리 IP 주소가 서비스 프로필을 따라갑니다.
• Domain Pools(도메인 풀)—서비스 프로필은 풀 목록에서 선
택된 풀의 IP 관리 주소를 연결된 서버에 지정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이 새 서버로 마이그레이션될 경우 관리 IP 주소가 서
비스 프로필을 따라갑니다.

IP Address(IP 주소) 필드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서버에 지정된 인밴드 관리 IPv4 주소.
참고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책)가
Static(고정)으로 설정되었거나 Domain Pools(도메인 풀)
IP 주소 풀 중 하나가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풀) 필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IP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Subnet Mask(서브넷 마스크) 필 인밴드 관리 IPv4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
드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 인밴드 관리 IPv4 주소의 기본 게이트웨이.
이) 필드

a)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Static(고정)을 선택한 경우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IP Address(IP 주소) 필드

이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의 인밴드 관리 IPv4 주소.

Subnet Mask(서브넷 마스크)
필드

OOB 관리 IPv4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
웨이) 필드

OOB 관리 IPv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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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

인밴드 IPv6 주소를 변경하려면 Inband(인밴드) 탭을 클릭한 다음 Inband IPv6(인밴드 IPv6) 하위 탭
을 클릭하고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etwork(네트워크) 드롭다운

연결된 VLAN 그룹에서 선택된 VLAN.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책) 드롭
다운

이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에 대해 인밴드 관리 IPv6 주소를
파생하는 방식.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서버에 지정된 관리 IP
주소가 없습니다. 관리 IP 주소는 서버에 정의된 CIMC 관리
IP 주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 Static(고정)—서비스 프로필은 연결된 서버에 고정 관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이 새 서버로 마이그레이
션될 경우 관리 IP 주소가 서비스 프로필을 따라갑니다.
• Domain Pools(도메인 풀)—서비스 프로필은 풀 목록에서 선
택된 풀의 IP 관리 주소를 연결된 서버에 지정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이 새 서버로 마이그레이션될 경우 관리 IP 주소가 서
비스 프로필을 따라갑니다.

IP Address(IP 주소) 필드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서버에 지정된 인밴드 관리 IPv6 주소.
참고

Prefix(접두사) 필드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책)가
Static(고정)으로 설정되었거나 Domain Pools(도메인 풀)
IP 주소 풀 중 하나가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풀) 필드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된 경우에만 IP
주소 필드가 표시됩니다.

인밴드 관리 IPv6 주소의 접두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 인밴드 관리 IPv6 주소의 기본 게이트웨이.
이) 필드

a) Management IP Address Policy(관리 IP 주소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Static(고정)을 선택한 경우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IP Address(IP 주소) 필드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서버에 지정된 인밴드 관
리 IPv6 주소.

Prefix(접두사) 필드

인밴드 관리 IPv6 주소의 접두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필드

인밴드 관리 IPv6 주소의 기본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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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0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관리 IP 주소 설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 Templates(서비스 프로필 템플릿)를 확장합니
다.

단계 3

관리 IP 주소를 설정하려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관리 IP 주소를 설정하려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Management IP Address(관리 IP 주소) 영역을 확장합니다.

단계 7

Actions(작업) 영역에서 Change Management IP Address(관리 IP 주소 변경)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hange Management IP Address(관리 IP 주소 변경) 대화 상자의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9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관리 IP 주소 구성
관리 IP 풀
기본 관리 IP 풀 ext-mgmt는 외부 IPv4 및 IPv6 주소의 모음입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버의
CIMC에서 끝나는 외부 액세스를 위해 관리 IP 풀에 각 IP 주소 블록을 보존합니다.
별도의 OOB(Out of Band) IPv4 주소 풀 및 인밴드 IPv4 또는 IPv6 주소 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IPv4
및 IPv6 주소 블록을 모두 포함하는 인밴드 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팁

IPv4 주소만 있는 IP 풀을 인밴드 IPv6 정책으로 지정하거나 IPv6 주소만 있는 IP 풀을 인밴드 Pv4
정책으로 서버 CIMC에 지정하지 않도록 IPv4 전용 또는 IPv6 전용 주소의 인밴드 주소 풀을 각각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IP 풀의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서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관리 IP 풀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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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IP 풀의 모든 IP 주소가 패브릭 인터커넥트 IP 주소와 동일한 IPv4 서브넷에 있거나 동일한 IPv6
네트워크 접두사를 가져야 합니다.

참고

관리 IP 풀은 서버 또는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고정 IP 주소로 지정되었던 어떤 IP 주소도 포함해
서는 안 됩니다.

관리 IP 풀에서 IPv4 주소 블록 생성
관리 IP 풀은 서버 또는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고정 IP 주소로 지정되었던 어떤 IP 주소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IP Pools(IP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P Pool ext-mgmt(IP 풀 외부 관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Block of IP Addresses(IP
주소 블록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a Block of IPv4 Addresses(IPv4 주소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Name

설명

Name(이름) 열

블록에 지정된 IPv4 주소의 범위.

From(시작) 열

블록의 첫 IPv4 주소.

To(마지막) 열

블록의 마지막 IPv4 주소.

Subnet(서브넷) 열

블록의 IPv4 주소와 연결된 서브넷 마스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 블록의 IPv4 주소와 연결된 기본 게이트웨이.
이) 열

단계 6

Primary DNS(기본 DNS) 열

이 IPv4 주소 블록에서 액세스해야 할 기본 DNS 서버.

Secondary DNS(보조 DNS) 열

이 IPv4 주소 블록에서 액세스해야 할 보조 DNS 서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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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작업
하나 이상의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이 관리 IP 풀로부터 CIMC IP 주소를 얻도록
구성합니다.

관리 IP 풀에서 IPv6 주소 블록 생성
관리 IP 풀은 서버 또는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고정 IP 주소로 지정되었던 어떤 IP 주소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IP Pools(IP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P Pool ext-mgmt(IP 풀 외부 관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Block of IP Addresses(IP
주소 블록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a Block of IPv6 Addresses(IPv6 주소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필수 정보를 지정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하나 이상의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이 관리 IP 풀로부터 CIMC IP 주소를 얻도록
구성합니다.

관리 IP 풀에서 IP 주소 블록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ols(풀) > Organization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IP Pools(IP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P Pool ext-mgmt를 선택합니다.

단계 5

삭제할 IP 주소 블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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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S 설정 구성, 432 페이지
• 일관성 있는 디바이스 이름 지정, 479 페이지
• CIMC 보안 정책, 48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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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럽 정책 구성, 498 페이지
• DIMM 오류 관리 구성, 501 페이지
• SoL(Serial over LAN) 정책 구성, 503 페이지
• 서버 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 구성, 505 페이지
• 서버 검색 정책 구성, 508 페이지
• 서버 상속 정책 구성, 510 페이지
• 서버 풀 정책 구성, 511 페이지
•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구성, 513 페이지
• vNIC/vHBA 배치 정책 구성, 5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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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설정 구성
서버 BIOS 설정
Cisco UCS에서는 Cisco UCS domain에 속한 서버의 BIOS 설정에 대한 전역 수정이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서버 또는 서버 세트에 매칭하는 BIOS 설정 그룹을 포함한 BIOS 정책을 하나 이상 생성
하거나 특정 서버 플랫폼에 대해 기본 BIOS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IOS 정책 및 서버 플랫폼에 대한 기본 BIOS 설정 모두 Cisco UCS Manager에서 관리하는 서버에 대
한 BIOS 설정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일부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BIOS 정책을 구성하고 동일한 Cisco UCS
domain에 속하는 다른 서비스 프로필에는 BIOS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또한 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의 실제 BIOS 설정을 확인하고 현재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Cisco UCS Manager에서는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버퍼에 BIOS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을 푸시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서버가 재부팅될
때까지 버퍼에 머물러 있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성하려는 서버에서 BIOS 설정에 대한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AS 메모리의 미러링
모드와 같은 일부 설정은 모든 Cisco UCS 서버에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BIOS 설정
다음 표에는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기본 서버 BIOS 설정이 나와 있
습니다.
이름

설명

Reboot on BIOS Settings Change(BIOS 하나 이상의 BIOS 설정을 변경한 후 서버가 재부팅될 때.
설정 변경 시 재부팅)
이 설정을 활성화할 경우 서버의 서비스 프로필에 있는 유
지관리 정책에 따라 서버가 재부팅됩니다. 예를 들어 유지
관리 정책에서 사용자 승인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보류
중 활동을 승인할 때까지는 서버가 재부팅되지 않고 BIOS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다른 서버 컨피그레이션 변
경 때문에 또는 수동 재부팅 형태로 서버가 재부팅될 때까
지 BIOS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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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Quiet Boot(자동 부팅)

POST 과정에서 BIOS에서 표시하는 내용.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BIOS는 부팅 중에 모든 메시지 및 옵션 ROM
정보를 표시합니다.
• enabled—BIOS는 로고 화면을 표시하지만 부팅 중에
어떤 메시지나 옵션 ROM 정보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Post Error Pause(오류 후 일시 정지)

서버의 POST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때의 결과.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BIOS는 계속 서버 부팅을 시도합니다.
• enabled—POST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면
BIOS는 서버 부팅 시도를 일시 정지하고 오류 관리자
를 엽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Resume Ac On Power Loss(정전 시 Ac 예기치 않은 정전 후 전력이 복구되었을 때의 서버 동작.
재시작)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stay-off—수동으로 전원을 켤 때까지 서버는 꺼진 상
태입니다.
• last-state—서버의 전원이 켜지고 마지막 상태의 복원
을 시도합니다.
• reset—서버의 전원이 켜지고 자동으로 재설정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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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Front Panel Lockout(전면 패널 잠금)

전면 패널의 전원 및 재설정 버튼을 서버에서 무시할지 여
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전면 패널의 전원 및 재설정 버튼이 활성
상태이며 서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enabled—전원 및 재설정 버튼이 잠겨 있습니다. 오로
지 CIMC GUI에서만 서버를 재설정하거나 켜고 끌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Consistent Device Naming

CDN(Consistent Device Naming)을 사용하면 이더넷 인터페
이스의 이름을 일관성 있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넷 인터페이스 이름이 더 통일되고 식별하기 용이하며
어댑터 또는 기타 컨피그레이션 변경이 있더라도 지속성
을 갖게 됩니다.
CDN이 활성화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BIOS 정책에 대해 CDN이 비활성화됩니다.
• enabled—BIOS 정책에 대해 CDN이 활성화됩니다. 그
러면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일관성 있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프로세서 BIOS 설정
다음 표에는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프로세서 BIOS 설정이 나와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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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Turbo Boost

프로세서에서 Intel Turbo Boost Technology를 사용하는지
여부. 이 기술은 프로세서가 전력, 온도, 전압 사양 미만으
로 실행되는 경우 자동으로 주파수를 높일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프로세서에서 자동으로 주파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프로세서에서 필요하다면 Turbo Boost
Technology를 사용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nhanced Intel Speedstep

프로세서에서 Enhanced Intel SpeedStep Technology를 사용
하는지 여부. 이 기술은 시스템에서 프로세서 전압 및 코어
주파수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
하면 평균 전력 소비량 및 평균 발열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
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프로세서에서 절대 전압 또는 주파
수를 동적으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프로세서에서 Enhanced Intel SpeedStep
Technology를 사용하며 지원되는 모든 프로세서 절전
상태를 활성화하여 절전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
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운영 체제가 이 기능을 지원하는지 운영 체제 벤더에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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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Hyper Threading

프로세서에서 Intel Hyper-Threading Technology를 사용하
는지 여부. 이 기술은 멀티스레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
션이 각 프로세서 내에서 스레드를 병렬 실행할 수 있게 합
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프로세서에서 하이퍼스레딩을 허
용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프로세서에서 여러 스레드의 병렬 실
행을 허용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운영 체제가 이 기능을 지원하는지 운영 체제 벤더에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Core Multi Processing(코어 멀티프로세 패키지에서 CPU별 논리 프로세서 코어의 상태를 설정합니
싱)
다. 이 설정을 비활성화할 경우 Intel Hyper Threading 기술
도 비활성화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ll—모든 논리 프로세서 코어에서 멀티프로세싱을
활성화합니다.
• 1 ~ n—서버에서 실행 가능한 CPU별 논리 프로세서
코어의 수를 지정합니다. 멀티프로세싱을 비활성화하
고 서버에서 실행 중인 CPU별 논리 프로세서 코어를
1개만 두려면 1을 선택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운영 체제가 이 기능을 지원하는지 운영 체제 벤더에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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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Execute Disabled Bit(비활성 비트 실행)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어디서 실행될 수 있는지 지정하기
위해 서버의 메모리 영역을 분류합니다. 이 분류 덕분에 악
성 웜이 버퍼에서 코드 삽입을 시도할 경우 프로세서는 코
드 실행을 비활성화합니다. 이 설정은 손상, 웜 전파, 특정
유형의 악성 버퍼 오버플로 공격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
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프로세서에서 메모리 영역을 분류
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프로세서에서 메모리 영역을 분류합
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운영 체제가 이 기능을 지원하는지 운영 체제 벤더에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Virtualization Technology(VT)

프로세서에서 Intel Virtualization Technology를 사용하는지
여부. 이 기술은 플랫폼에서 여러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
션을 독립적인 파티션에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프로세서에서 가상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프로세서에서 여러 운영 체제가 독립
적인 파티션에서 실행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참고

이 옵션을 변경할 경우 서버를 껐다가 켜야 설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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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Hardware Pre-fetcher(하드웨어 프리페 프로세서가 Intel hardware prefetcher에서 필요에 따라 메모
처)
리의 데이터 및 명령 스트림을 통합 2단계 캐시로 가져오
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하드웨어 프리페처가 사용되지 않
습니다.
• Enabled(활성)—캐시 문제가 탐지되면 프로세서에서
하드웨어 프리페처를 사용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참고

Adjacent Cache Line Pre-fetcher(인접
캐시 라인 프리페처)

CPU Performance(CPU 성능)이 Custom(커스텀)
으로 설정되어야 이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ustom(커스텀)이 아닌 값일 경우 선택된 CPU 성
능 프로필의 설정이 이 옵션을 재정의합니다.

프로세서가 요청된 라인만 가져오지 않고 짝/홀 쌍의 캐시
라인을 가져올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프로세서에서는 필요한 라인만 가
져옵니다.
• Enabled(활성)—프로세서에서 필수 라인 및 그와 쌍
을 이룬 라인을 가져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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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Performance(CPU 성능)이 Custom(커스텀)
으로 설정되어야 이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ustom(커스텀)이 아닌 값일 경우 선택된 CPU 성
능 프로필의 설정이 이 옵션을 재정의합니다.

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DCU Streamer Pre-fetch(DCU Streamer 프로세서에서 이전의 캐시 액세스 패턴을 분석하고 L1 캐
프리페치)
시에서 가장 적합한 라인을 미리 로드하는 데 DCU IP
Prefetch 메커니즘을 사용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
습니다.
• Disabled(비활성)—프로세서에서 캐시 읽기 요구 사
항을 예상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요청된 라인만 가
져옵니다.
• Enabled(활성)—DCU 프리페처에서 캐시 읽기 패턴
을 분석하고, 필요할 것으로 보이면 캐시의 다음 라인
을 미리 가져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DCU IP Pre-fetcher(DCU IP 프리페처) 프로세서에서 이전의 캐시 액세스 패턴을 분석하고 L1 캐
시에서 가장 적합한 라인을 미리 로드하는 데 DCU IP
Prefetch 메커니즘을 사용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
습니다.
• Disabled(비활성)—프로세서에서 어떤 캐시 데이터로
미리 로드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DCU IP 프리페처가 L1 캐시에서 가
장 연관성 높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미리 로드합니
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Direct Cache Access(직접 캐시 액세스) 프로세서에서 I/O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곧바로 프로세서
캐시에 저장하여 I/O 성능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이 설정
으로 캐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
습니다.
• disabled(비활성)—I/O 디바이스의 데이터가 프로세
서 캐시에 곧바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I/O 디바이스의 데이터가 프로세서
캐시에 곧바로 저장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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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Processor C State(프로세서 C 상태)

시스템에서 유휴 기간에 절전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
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시스템이 유휴 기간에도 고성능 상
태에 있습니다.
• enabled(활성)—DIMM, CPU와 같은 시스템 구성 요
소에 대한 전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운영 체제가 이 기능을 지원하는지 운영 체제 벤더에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cessor C1E(프로세서 C1E)

프로세서에서 C1에 들어가면 최소 주파수로 전환할 수 있
습니다. 이 설정은 서버를 재부팅해야 적용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CPU가 C1 상태에서 계속 최대 주
파수로 실행됩니다.
• enabled(활성)—CPU가 최소 주파수로 전환합니다. 이
옵션은 C1 상태에서 최대 전력량을 줄입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440

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Processor C3 Report(프로세서 C3 보고 프로세서에서 운영 체제에 C3 보고서를 보내는지 여부. 다
서)
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프로세서에서 C3 보고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 acpi-c2—프로세서에서 ACPI(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 C2 형식을 사용하여 C3 보고서를
보냅니다.
• acpi-c3—프로세서에서 ACPI C3 형식을 사용하여 C3
보고서를 보냅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Cisco UCS B440 서버의 BIOS 설정 메뉴에서는 이 옵션에
서 enabled(활성) 및 disabled(비활성)를 사용합니다. acpi-c2
또는 acpi-c3를 지정할 경우 그 옵션이 활성화되도록 BIOS
값을 설정합니다.
Processor C6 Report(프로세서 C6 보고 프로세서에서 운영 체제에 C6 보고서를 보내는지 여부. 다
서)
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프로세서에서 C6 보고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프로세서에서 C6 보고서를 보냅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Processor C7 Report(프로세서 C7 보고 프로세서에서 운영 체제에 C7 보고서를 보내는지 여부. 다
서)
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프로세서에서 C7 보고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프로세서에서 C7 보고서를 보냅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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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CPU Performance(CPU 성능)

서버에 대해 CPU 성능 프로필을 설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일 수 있습니다.
• enterprise—M3 서버의 경우 모든 프리페처 및 데이터
재사용이 활성화됩니다. M1 및 M2 서버에서는 데이
터 재사용 및 DCU IP 프리페처가 활성화되며 기타 프
리페처는 비활성화됩니다.
• high-throughput—데이터 재사용 및 DCU IP 프리페
처가 활성화되며 기타 프리페처는 비활성화됩니다.
• hpc—모든 프리페처가 활성화되며 데이터 재사용은
비활성화됩니다. 이 설정은 고성능 컴퓨팅이라고도
합니다.

Max Variable MTRR Setting(최대 변수 MTRR(mean time to repair) 변수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습
MTRR 설정)
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uto-max—BIOS에서 프로세서에 대한 기본값을 사
용합니다.
• 8—BIOS에서 변수 MTRR에 대해 지정된 수를 사용합
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Local X2 APIC

APIC(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아키텍처
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
다.
• xapic—표준 xAPIC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 x2apic—프로세서의 32비트 주소 지정을 지원하기 위
해 enhanced x2APIC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 auto—탐지되는 xAPIC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사용합
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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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Power Technology(전력 기술)

다음 옵션에서 CPU 전력 관리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nhanced Intel Speedstep Technology
• Intel Turbo Boost Technology
• Processor Power State C6
전력 기술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서버에서 어떤 CPU 전력 관리도
수행하지 않으며 위에 언급된 BIOS 매개변수에 대한
설정은 모두 무시됩니다.
• Energy Efficient(에너지 효율)—서버에서 위에 언급
된 BIOS 매개변수에 대한 최상의 설정을 결정하며 이
매개변수에 대한 개별 설정은 무시됩니다.
• Performance(성능)—서버에서 위에 언급된 BIOS 매
개변수에 대해 자동으로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 Custom(커스텀)—서버에서 위에 언급된 BIOS 매개
변수에 대해 개별 설정을 사용합니다. 이 BIOS 매개
변수 중 하나라도 변경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
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nergy Performance(에너지 성능)

이 서버에서 시스템 성능 또는 에너지 효율이 더 중요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performance
• balanced-performance
• balanced-energy
• energy-efficient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참고

Power Technology는 Custom으로 설정되어야 합
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버가 이 매개변수의 설정을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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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Frequency Floor Override(주파수 바닥 CPU에서 유휴 기간에 최대 미만의 비 터보 주파수를 폐기
재정의)
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 CPU에서 유휴 기간에 최대 미만
의 비 터보 주파수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전력 소비를 줄이지만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
습니다.
• Enabled(활성)— CPU에서 유휴 기간에 최대 미만의
비 터보 주파수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은 시스
템 성능을 향상시키지만 전력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
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P-STATE Coordination(P-STATE 조정) BIOS가 운영 체제에 대한 P-state 지원 모델과 통신하는 방
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ACPI(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 사양에서 정의한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 HW_ALL—프로세서 하드웨어가 종속 관계의 논리
프로세서(패키지에 속한 모든 논리 프로세서) 간의 P
상태를 조정합니다.
• SW_ALL—OSPM(OS Power Manager)에서 종속 관계
의 논리 프로세서(하나의 물리적 패키지에 속한 모든
논리 프로세서) 간의 P 상태를 조정하며, 모든 논리 프
로세서에서 전환을 개시해야 합니다.
• SW_ANY—OSPM에서 종속 관계의 논리 프로세서(패
키지에 속한 모든 논리 프로세서) 간의 P 상태를 조정
하며, 도메인에 있는 임의의 논리 프로세서에서 전환
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참고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444

Power Technology는 Custom으로 설정되어야 합
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버가 이 매개변수의 설정을
무시합니다.

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DRAM Clock Throttling(DRAM 클록
조절)

시스템 설정을 메모리 대역폭과 전력 소비 사이에서 튜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Balanced(균형)— DRAM 클록 조절이 감소하여 성능
과 전력 간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 Performance(성능)—DRAM 클록 조절이 비활성화되
어 추가 전력을 소비하더라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립
니다.
• Energy Efficient(에너지 효율)—DRAM 클록 조절이
늘어나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Channel Interleaving(채널 인터리빙)

CPU에서 메모리 블록을 분할하여 데이터의 인접 영역을
인터리빙 채널에 분산시킴으로써 동시 읽기 작업을 가능
하게 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uto—CPU에서 어떤 인터리빙이 수행될지 결정합니
다.
• 1-way—일부 채널 인터리빙이 사용됩니다.
• 2-way
• 3-way
• 4-way—최대량의 채널 인터리빙이 사용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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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Rank Interleaving(랭크 인터리빙)

한 랭크를 새로 고치는 동안 다른 랭크를 액세스할 수 있도
록 CPU가 물리적 메모리 랭크를 인터리빙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uto—CPU에서 어떤 인터리빙이 수행될지 결정합니
다.
• 1-way—일부 랭크 인터리빙이 사용됩니다.
• 2-way
• 4-way
• 8-way—최대량의 랭크 인터리빙이 사용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Demand Scrub

CPU 또는 I/O에서 디맨드 읽기를 수행할 때 발생한 단일
비트 메모리 오류를 수정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
습니다.
• Disabled(비활성)— 단일 비트 메모리 오류가 수정되
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 디맨드 읽기에 대한 응답으로 단일
비트 메모리 오류가 메모리에서 수정되며 수정된 데
이터가 설정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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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Patrol Scrub

서버의 미사용 메모리 영역에서도 단일 비트 메모리 오류
를 적극적으로 찾아 수정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
습니다.
• Disabled(비활성)—CPU가 메모리 주소를 읽거나 쓸
때만 메모리 ECC 오류 검사를 수행합니다.
• Enabled(활성)—정기적으로 메모리를 읽고 쓰면서
ECC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이를
해결하려 시도합니다. 이 옵션 덕분에 단일 비트 오류
가 다중 비트 오류가 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으나,
패트롤 스크럽이 실행 중인 때는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Altitude(고도)

물리적 서버가 설치되는 지점의 대략적인 해발 고도(미터).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uto—CPU에서 물리적 고도를 결정합니다.
• 300 M—대략 해발 고도 300미터 지점에 서버가 위치
합니다.
• 900 M—대략 해발 고도 900미터 지점에 서버가 위치
합니다.
• 1500 M—대략 해발 고도 1500미터 지점에 서버가 위
치합니다.
• 3000 M—대략 해발 고도 3000미터 지점에 서버가 위
치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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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Package C State Limit(패키지 C 상태
한도)

유휴 기간에 서버 구성 요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 Limit(무제한)—서버가 가능한 어떤 C 상태도 될
수 있습니다.
• C0 state—서버가 모든 서버 구성 요소에 항상 완전 전
력을 제공합니다. 이 옵션은 최고 수준의 성능을 유지
하며 최고 전력량이 필요합니다.
• C1 state—CPU가 유휴 상태일 때 다소 전력 소비를 줄
입니다. 이 옵션에서는 필요 전력량이 C0보다 적으며
서버가 신속하게 고성능 모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C3 state—CPU가 유휴 상태일 때 C1 옵션보다 많이
전력 소비를 줄입니다. 이 옵션에서는 필요 전력량이
C1 또는 C0보다 적지만 서버가 고성능 모드로 복귀하
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 C6 state—CPU가 유휴 상태일 때 C3 옵션보다 많이
전력 소비를 줄입니다. 이 옵션은 C0, C1, C3보다 많은
전력을 절약하지만 서버가 완전 전력 상태로 복귀할
때까지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2 state—CPU가 유휴 상태일 때 C1 옵션보다 많이
전력 소비를 줄입니다. 이 옵션에서는 필요 전력량이
C1 또는 C0보다 적지만 서버가 고성능 모드로 복귀하
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 C7 state—CPU가 유휴 상태일 때 서버는 구성 요소에
최소량의 전력만 제공합니다. 이 옵션의 절전 효과가
가장 크지만 서버가 고성능 모드로 복귀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 C7s state—CPU가 유휴 상태일 때 서버는 구성 요소
에 최소량의 전력만 제공합니다. 이 옵션은 절전 효과
가 C7보다 크지만 서버가 고성능 모드에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가장 깁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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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Directed I/O BIOS 설정
다음 표에는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Intel Directed I/O BIOS 설정이 나
와 있습니다.
이름

설명

VT for Directed IO

프로세서에서 Intel Virtualization Technology for Directed
I/O(VT-d)를 사용하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프로세서에서 가상화 기술을 사
용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화)—프로세서에서 가상화 기술을 사용
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참고

Interrupt Remap(인터럽트 리매핑)

다른 Intel Directed I/O BIOS 설정 중 하나라도 변경
하려면 이 옵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프로세서에서 Intel VT-d Interrupt Remapping을 지원하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프로세서에서 리매핑을 지원하
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화)—프로세서에서 필요에 따라 VT-d
Interrupt Remapping을 사용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Coherency Support(Coherency 지원)

프로세서에서 Intel VT-d Coherency를 지원하는지 여부. 다
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프로세서에서 coherency를 지원
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화)—프로세서에서 필요에 따라 VT-d
Coherency를 사용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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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ATS Support(ATS 지원)

프로세서에서 Intel VT-d Address Translation Services(ATS)
를 지원하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프로세서에서 AT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화)—프로세서에서 VT-d ATS를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Pass Through DMA Support(Pass
Through DMA 지원)

프로세서에서 Intel VT-d Pass-through DMA를 지원하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프로세서가 pass-through DMA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화)—프로세서가 필요에 따라 VT-d
Pass-through DMA를 사용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RAS 메모리 BIOS 설정
다음 표에는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RAS 메모리 BIOS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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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Memory RAS Config(메모리 RAS 컨피 서버에 대한 메모리 RAS(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
그레이션)
컨피그레이션.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maximum performance(최대 성능)—시스템 성능이
최적화됩니다.
• mirroring(미러링)—시스템 메모리의 절반을 백업으
로 사용하여 시스템 안정성이 최적화됩니다.
• lockstep—서버의 DIMM 쌍이 유형, 크기, 조직이 동
일하고 SMI 채널 전반에 배포된 경우 lockstep 모드를
활성화하여 메모리 액세스 레이턴시를 최소화하고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440 서버의 경우
기본적으로 lockstep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NUMA

BIOS에서 NUMA를 지원하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BIOS에서 NUMA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화)—BIOS가 NUMA 인식 운영 체제에
필요한 ACPI 테이블을 포함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
하면 일부 플랫폼에서 Inter-Socket Memory interleaving
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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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Mirroring Mode(미러링 모드)

메모리 미러링은 동일한 두 데이터 이미지를 메모리에 유
지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옵션은 Memory RAS Config(메모리 RAS 컨피그레이
션)에 대해 mirroring(미러링)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inter-socket(소켓 간)—여러 CPU 소켓에서 두
IMC(Integrated Memory Controller) 간에 메모리가 미
러링됩니다.
• intra-socket(소켓 내)—동일한 소켓 내에서 어떤 IMC
가 다른 IMC와 미러링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Sparing Mode(스페어링 모드)

스페어링은 다른 DIMM 실패에 대비하여 메모리를 예비하
는 방법으로 안정성을 최적화합니다. 이 옵션은 얼마간의
메모리 이중화를 제공하지만 미러링만큼의 이중화를 제공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스페어링 모드는 현재 메모
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옵션은 Memory RAS Config(메모리 RAS 컨피그레이
션)에 대해 sparing(스페어링)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mm-sparing—DIMM 1개를 예비합니다. 어떤 DIMM
이 실패할 경우 실패한 DIMM의 내용이 예비 DIMM
으로 전송됩니다.
• rank-sparing(랭크 스페어링)—예비 DIMM 랭크를 예
비합니다. 어떤 DIMM 랭크가 실패하면 실패한 랭크
의 내용이 예비 랭크로 전송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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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LV DDR Mode(LV DDR 모드)

저전압 또는 고주파수 메모리 작업을 우선 순위에 둘지 여
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power-saving-mode—저전압 작업을 고주파수 메모리
작업보다 우선 순위에 둡니다. 이 모드에서는 전압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메모리 주파수를 낮을 수 있습니
다.
• performance-mode—고주파수 작업을 저전압 작업보
다 우선 순위에 둡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DRAM Refresh Rate(DRAM 새로고침 내부 메모리의 새로고침 간격 비율. 다음 중 하나일 수 있
비율)
습니다.
• 1x
• 2x
• 3x
• 4x
• auto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DDR3 Voltage Selection(DDR3 전압 선 이중 전압 RAM에서 사용할 전압.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
택)
니다.
• DDR3-1500mv
• DDR3-1350mv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시리얼 포트 BIOS 설정
다음 표에는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시리얼 포트 BIOS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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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Serial Port A

시리얼 포트 A가 활성화될지 아니면 비활성화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시리얼 포트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 enabled—시리얼 포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USB BIOS 설정
다음 표에는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USB BIOS 설정이 나와 있습니
다.
이름

설명

Make Device Non Bootable(디바이스를 서버가 USB 디바이스에서 부팅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 중
부팅할 수 없음)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서버가 USB 디바이스에서 부팅할 수 있습
니다.
• enabled—서버가 USB 디바이스에서 부팅할 수 없습
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Legacy USB Support(레거시 USB 지원) 시스템에서 레거시 USB 디바이스를 지원하는지 여부. 다
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USB 디바이스는 EFI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nabled—레거시 USB 지원이 항상 사용 가능합니다.
• auto—연결된 USB 디바이스가 없을 경우 레거시 USB
지원을 비활성화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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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USB System Idle Power Optimizing
Setting(USB 시스템 유휴 전력 최적화
설정)

USB EHCI 유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USB 시스템 유휴
전력 최적화 설정을 사용할지 여부. 선택하는 값에 따라 이
설정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high-performance—USB 시스템 유휴 전력 최적화 설
정이 비활성화됩니다. 최적의 성능이 절전보다 우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성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서버 전력 제한이 없는 한 이 옵션을 선택하
는 것이 좋습니다.
• lower-idle-power—USB 시스템 유휴 전력 최적화 설
정이 활성화됩니다. 절전이 최적의 성능보다 우선하
기 때문입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USB Front Panel Access Lock(USB 전
면 패널 액세스 잠금)

USB 전면 패널 잠금은 USB 포트에 대한 전면 패널 액세스
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도록 구성됩니다. 다음 중 하
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
• enabled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Port 60/64 Emulation(포트 60/64 에뮬
레이션)

시스템에서 완전한 USB 키보드 레거시 지원을 위해 60h/64h
에뮬레이션을 지원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60h/64 에뮬레이션이 지원되지 않
습니다.
• Enabled(활성)—60h/64 에뮬레이션이 지원됩니다.
서버에서 USB를 인식하지 않는 운영 체제를 사용하
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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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USB Port:Front(USB 포트: 전면)

전면 패널 USB 디바이스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될지 여
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전면 패널 USB 포트를 비활성화
합니다. 이 포트에 연결된 디바이스는 BIOS 및 운영
체제에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전면 패널 USB 포트를 활성화합니
다. 이 포트에 연결된 디바이스는 BIOS 및 운영 체제
에서 인식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USB Port:Internal(USB 포트: 내부)

내부 USB 디바이스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될지 여부. 다
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내부 USB 포트를 비활성화합니다.
이 포트에 연결된 디바이스는 BIOS 및 운영 체제에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내부 USB 포트를 활성화합니다. 이
포트에 연결된 디바이스는 BIOS 및 운영 체제에서 인
식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USB Port:KVM(USB 포트: KVM)

KVM 포트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되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KVM 키보드 및/또는 마우스 디바
이스를 비활성화합니다. 키보드 및/또는 마우스가
KVM 창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KVM 키보드 및/또는 마우스 디바이
스를 활성화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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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USB Port:Rear(USB 포트: 후면)

후면 패널 USB 디바이스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될지 여
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후면 패널 USB 포트를 비활성화
합니다. 이 포트에 연결된 디바이스는 BIOS 및 운영
체제에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후면 패널 USB 포트를 활성화합니
다. 이 포트에 연결된 디바이스는 BIOS 및 운영 체제
에서 인식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USB Port:SD Card(USB 포트: SD 카드) SD 카드 드라이브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SD 카드 드라이브를 비활성화합
니다. SD 카드 드라이브는 BIOS 및 운영 체제에서 인
식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SD 카드 드라이브를 활성화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USB Port:VMedia(USB 포트: VMedia) 가상 미디어 디바이스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vMedia 디바이스를 비활성화합니
다.
• Enabled(활성)—vMedia 디바이스를 활성화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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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All USB Devices(모든 USB 디바이스)

모든 물리적 및 가상 USB 디바이스가 활성화되거나 비활
성화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모든 USB 디바이스가 비활성화됩
니다.
• Enabled(활성)—모든 USB 디바이스가 활성화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PCI 컨피그레이션 BIOS 설정
다음 표에는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PCI 컨피그레이션 BIOS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

설명

Max Memory Below 4G(4G 미만 최대
메모리)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BIOS에서 PAE를 지원하지
않는 운영 체제에 대해 4GB 미만의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화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메모리 사용량을 최대화하지 않습
니다. PAE를 지원하는 모든 운영 체제에서는 이 옵션
을 선택합니다.
• enabled(활성)—PAE를 지원하지 않는 운영 체제에 대
해 4GB 미만의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화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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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Memory Mapped IO Above 4Gb
Config(4Gb 초과 메모리 매핑 IO 컨피
그레이션)

64비트 PCI 디바이스에서 4GB 이상 주소 공간으로의 메모
리 매핑 I/O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지 여부. 레거시 옵
션 ROM은 4GB를 초과하는 주소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64비트 규격이지만 레거시 옵션 ROM을 사용하는 PCI 디
바이스는 이 설정이 활성화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64비트 PCI 디바이스의 I/O를 4GB
이상 주소 공간에 매핑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64비트 PCI 디바이스의 I/O를 4GB 이
상 주소 공간에 매핑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VGA Priority(VGA 우선 순위)

여러 VGA 디바이스가 시스템이 있을 경우 VGA 그래픽 디
바이스의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onboard(온보드)—온보드 VGA 디바이스에 우선 순
위가 부여됩니다. BIOS 포스트 화면 및 OS 부팅이 온
보드 VGA 포트를 통해 가동됩니다.
• offboard(오프보드)—PCIE Graphics 어댑터에 우선 순
위가 부여됩니다. BIOS 포스트 화면 및 OS 부팅이 외
부 그래픽 어댑터 포트를 통해 가동됩니다.
• onboard-vga-disabled—PCIE Graphics 어댑터에 우선
순위가 부여되고 온보드 VGA 디바이스는 비활성화
됩니다.
참고

온보드 VGA가 비활성 상태일 때 vKVM은 작
동하지 않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참고

온보드 VGA 디바이스만 Cisco UCS B-Series 서버
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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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ASPM Support(ASPM 지원)

BIOS에서 ASPM(Active Power State Management) 지원 레
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BIOS에서 ASPM 지원이 비활성화
됩니다.
• auto(자동)—CPU에서 전력 상태를 결정합니다.
• force l0(10 강제 적용)—강제적으로 모든 링크를 L0
대기(L0s) 상태로 만듭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QPI BIOS 설정
다음 표에는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QPI BIOS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

설명

QPI Link Frequency(QPI 링크
주파수)

Intel QPI(QuickPath Interconnect) 링크 주파수. 단위는
MT/s(megatransfers per second)입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
다.
• 6400
• 7200
• 8000
• Auto—CPU에서 QPI 링크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
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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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QPI Snoop Mode(QPI 스누프 모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드)
• home-snoop—항상 메모리 컨트롤러의 홈 에이전트(중앙 집
중식 링 스톱)에서 스누프가 생성됩니다. 이 모드는 early-snoop
보다 로컬 레이턴시가 더 크지만 더 많은 수의 미처리 트랜잭
션을 수용하도록 추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cluster-on-die—이 모드는 10코어 이상의 프로세서에서만 사
용 가능합니다. 고도로 NUMA 최적화된 워크로드에 최상의
모드입니다.
• early-snoop—분산형 캐시 링 스톱에서 다른 캐싱 에이전트
에 직접 스누프 프로브 또는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모
드는 레이턴시가 더 짧으며, 여러 스레드에 데이터 세트를 공
유하므로 캐시 간 전송이 유익한 워크로드 또는 NUMA 최적
화되지 않은 워크로드에 최상의 모드입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
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
니다.

LOM 및 PCIe 슬롯 BIOS 설정
다음 표에는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USB BIOS 설정이 나와 있습니
다.
이름

설명

PCIe Slot:SAS OptionROM

Option ROM이 SAS 포트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
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nabled(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EFI-Only—확장 슬롯을 UEFI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Legacy-Only—확장 슬롯을 레거시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
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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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PCIe Slot:n Link Speed

PCIe 슬롯 n에 설치된 어댑터 카드의 최대 속도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
니다.
• gen1—2.5GT/s(gigatransfers per second)가
최대 허용 속도입니다.
• gen2—5GT/s가 최대 허용 속도입니다.
• gen3—8GT/s가 최대 허용 속도입니다.
• auto—최대 속도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Disabled(비활성화)—최대 속도를 제한하
지 않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
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PCIe Slot:n OptionROM

Option ROM이 포트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슬롯을 사용할 수 없
습니다.
• Enabled(활성화)—슬롯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UEFI-Only—슬롯이 UEFI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egacy-Only—슬롯을 레거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
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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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PCIe Slot:HBA OptionROM

Option ROM이 HBA 포트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
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nabled(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EFI-Only—확장 슬롯을 UEFI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Legacy-Only—확장 슬롯을 레거시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
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PCIe Slot:MLOM OptionROM

Option ROM이 MLOM 포트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nabled(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EFI-Only—확장 슬롯을 UEFI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Legacy-Only—확장 슬롯을 레거시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
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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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PCIe Slot:N1 OptionROM

Option ROM이 포트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nabled(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EFI-Only—확장 슬롯을 UEFI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Legacy-Only—확장 슬롯을 레거시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
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PCIe Slot:N2 OptionROM

Option ROM이 포트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nabled(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EFI-Only—확장 슬롯을 UEFI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Legacy-Only—확장 슬롯을 레거시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
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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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PCIe OptionROMs

Option ROM이 모든 확장 포트에서 사용 가능한
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nabled(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EFI-Only—장 슬롯을 UEFI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egacy-Only—확장 슬롯을 레거시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
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PCIe Mezz OptionRom

모든 mezzanine PCIe 포트가 활성화되었거나 비
활성화되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모든 LOM 포트가 비
활성화됩니다.
• Enabled(활성화)—모든 LOM 포트가 활성
화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
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All PCI Onboard LOM Ports

모든 LOM 포트가 활성화될지 아니면 비활성화
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모든 LOM 포트가 비
활성화됩니다.
• Enabled(활성화)—모든 LOM 포트가 활성
화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
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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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PCIe 1G LOM 1 Link

Option ROM이 1G LOM 포트에서 사용 가능한
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nabled(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
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Option ROM이 10G LOM 포트에서 사용 가능한
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PCIe 10G LOM 2 Link

• Disabled(비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nabled(활성화)—확장 슬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
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부팅 옵션 BIOS 설정
다음 표에는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부팅 옵션 BIOS 설정이 나와 있
습니다.
이름

설명

Boot Option Retry(부팅 옵션 재시도)

BIOS에서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지 않고 NON-EFI 기반 부
팅 옵션을 재시도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NON-EFI 기반 부팅 옵션을 재시도
하기 전에 사용자 입력을 기다립니다.
• enabled(활성)—사용자 입력을 기다리지 않고 지속적
으로 NON-EFI 기반 부팅 옵션을 재시도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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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Intel Entry SAS RAID

Intel SAS Entry RAID Module이 활성화되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Intel SAS Entry RAID Module이 비
활성화되었습니다.
• enabled(활성)—Intel SAS Entry RAID Module이 활성
화되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Intel Entry SAS RAID Module

Intel SAS Entry RAID Module이 구성된 방식. 다음 중 하나
일 수 있습니다.
• it-ir-raid—RAID 모듈에서 Intel IT/IR RAID를 사용하
도록 구성합니다.
• intel-esrtii—RAID 모듈에서 Intel Embedded Server
RAID Technology II를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Onboard SCU Storage Support(온보드 온보드 소프트웨어 RAID 컨트롤러를 서버에서 사용할 수
SCU 스토리지 지원)
있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소프트웨어 RAID 컨트롤러를 사
용할 수 없습니다.
• enabled(활성)—소프트웨어 RAID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서버 관리 BIOS 설정
다음 표에는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USB BIOS 설정이 나와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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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일반 설정
이름

설명

Assert Nmi on Serr

시스템 오류(SERR) 발생 시 BIOS에서 NMI(non-maskable
interrupt)를 생성하고 오류를 로깅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
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SERR 발생 시 BIOS에서 NMI를
생성하지 않거나 오류를 로깅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화)—SERR 발생 시 BIOS에서 NMI를 생
성하고 오류를 로깅합니다. Assert NMI on
PERR(PERR에서 NMI 어설션)Assert_NMI_on_PERR
을 활성화하려면 이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Assert Nmi on Perr

프로세서 버스 패리티 오류(PERR) 발생 시 BIOS에서
NMI(non-maskable interrupt)를 생성하고 오류를 로깅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SERR 발생 시 BIOS에서 NMI를
생성하지 않거나 오류를 로깅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화)—PERR 발생 시 BIOS에서 NMI를 생
성하고 오류를 로깅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려면
Assert NMI on SERR(SERR의 NMI 어설션) 활성화
해야 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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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OS Boot Watchdog Timer

BIOS 프로그램에서 watchdog 타이머를 지정된 시간 초과
값으로 프로그래밍할지 여부. 타이머 만료 전에 운영 체제
가 완전히 부팅하지 않으면 CIMC는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오류가 로깅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watchdog 타이머가 서버 부팅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적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화)—watchdog 타이머로 서버 부팅에 소
요되는 시간을 추적합니다. 타이머 만료 전에 운영 체
제가 완전히 부팅하지 않으면 CIMC는 시스템을 재설
정하고 오류가 로깅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운영 체제 지원 또는 Intel Management 소프트웨어가 필요
합니다.

OS Boot Watchdog Timer

watchdog 타이머 만료 시 시스템에서 취할 조치. 다음 중 하
나일 수 있습니다.
• Reset—OS 부팅 중에 watchdog 타이머가 만료되면 서
버가 재설정됩니다.
• Reset—OS 부팅 중에 watchdog 타이머가 만료되면 서
버가 재설정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은 OS Boot Watchdog Timer를 활성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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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OS Boot Watchdog Timer Timeout

BIOS가 watchdog 타이머 구성에 사용하는 시간 초과 값. 다
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5 Minutes—OS watchdog 타이머가 부팅 시작 5분 후
에 만료됩니다.
• 10 Minutes—OS watchdog 타이머가 부팅 시작 10분
후에 만료됩니다.
• 15 Minutes—OS watchdog 타이머가 부팅 시작 15분
후에 만료됩니다.
• 20 Minutes—OS watchdog 타이머가 부팅 시작 20분
후에 만료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은 OS Boot Watchdog Timer를 활성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FRB-2 Timer(FRB-2 타이머)

POST 중에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
해 에서 FRB-2 타이머를 사용할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FRB-2 타이머는 사용되지 않습
니다.
• Enabled(활성화)—FRB-2 타이머가 POST 중에 시작
되며 필요에 따라 시스템 복구에 사용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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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BIOS 설정

콘솔 리디렉션 설정
이름

설명

Console Redirection

시리얼 포트가 POST 및 BIOS 부팅 중에 콘솔 리디렉션에
쓰일 수 있습니다. BIOS가 부팅되고 운영 체제가 서버를
맡게 되면 콘솔 리디렉션은 무의미해지며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POST 중에 어떤 콘솔 리디렉션
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serial-port-a—시리얼 포트가 POST 및 BIOS 부팅 중
에 콘솔 리디렉션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블레
이드 서버와 랙 마운트 서버에서 유효합니다.
• serial-port-b—콘솔 리디렉션 지원 시리얼 포트 B를
활성화하고 서버 관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
다. 이 옵션은 랙 마운트 서버에서 유효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참고

Flow Control(플로우 제어)

이 옵션을 활성화할 경우 POST 중 Quiet Boot 로고
화면의 표시가 비활성화됩니다.

핸드셰이크 프로토콜이 플로우 제어에 사용되는지 여부.
RTS/CTS(Request to Send / Clear to Send)는 숨겨진 터미널
문제에서 비롯되는 프레임 충돌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
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플로우 제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 RTS-CTS—RTS/CTS가 플로우 제어에 사용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참고

이 설정은 원격 터미널 애플리케이션의 설정과 일
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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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BAUD Rate

시리얼 포트 전송 속도에 사용할 보드 속도. 콘솔 리디렉션
을 비활성화할 경우 이 옵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9600—보드 속도 9,600이 사용됩니다.
• 19200—보드 속도 19,200이 사용됩니다.
• 38400—보드 속도 38,400이 사용됩니다.
• 57600—보드 속도 57,600이 사용됩니다.
• 115200—보드 속도 115,200이 사용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참고

Terminal Type

이 설정은 원격 터미널 애플리케이션의 설정과 일
치해야 합니다.

콘솔 리디렉션에 사용되는 문자 형식 유형.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PC-ANSI—PC-ANSI terminal 글꼴이 사용됩니다.
• vt100—지원되는 vt100 비디오 터미널 및 그 문자 집
합이 사용됩니다.
• vt100-PLUS—지원되는 vt100-plus 비디오 터미널 및
그 문자 집합이 사용됩니다.
• VT-utf8—UTF-8 문자 집합의 비디오 터미널이 사용
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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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은 원격 터미널 애플리케이션의 설정과 일
치해야 합니다.

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BIOS 설정

이름

설명

Legacy OS Redirect

DOS와 같은 레거시 운영 체제로부터의 리디렉션이 시리
얼 포트에 활성화되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콘솔 리디렉션을 위한 시리얼
포트가 레거시 운영 체제에 숨겨져 있습니다.
• Enabled(활성화)—콘솔 리디렉션 지원 시리얼 포트가
레거시 운영 체제에 인식됩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Putty KeyPad
set PuttyFunctionKeyPad

PuTTY 기능 키의 작업 및 숫자 키패드 최상위 행의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VT100—기능 키에서 ESC OP ~ ESC O[를 생성합니
다.
• LINUX—Linux 가상 콘솔을 모방합니다. 기능 키 F6
~ F12가 기본 모드처럼 동작하지만, F1 ~ F5는 ESC
[[A ~ ESC [[E를 생성합니다.
• XTERMR6—기능 키 F5 ~ F12가 기본 모드처럼 동작
합니다. 기능 키 F1 ~ F4가 ESC OP ~ ESC OS를 생성
합니다. 이는 디지털 터미널 키패드의 최상위 행에서
생성하는 시퀀스입니다.
• SCO—기능 키 F1 ~ F12에서 ESC [M ~ ESC [X를 생성
합니다. 기능 및 시프트 키는 ESC [Y ~ ESC [j를 생성
합니다. 컨트롤 및 기능 키는 ESC [k ~ ESC [v를 생성
합니다. 시프트, 컨트롤, 기능 키는 ESC [w ~ ESC [{를
생성합니다.
• ESCN—기본 모드. 기능 키는 디지털 터미널의 일반
동작과 매치합니다. 기능 키는 ESC [11~ 및 ESC [12~
와 같은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 VT400—기능 키가 기본 모드처럼 동작합니다. 숫자
키패드의 최상위 행에서 ESC OP ~ ESC OS를 생성합
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BIOS는 서버 유형
및 공급업체에 대해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의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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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정책
BIOS 정책은 서버 또는 서버 그룹에 대한 BIOS 설정 컨피그레이션을 자동화하는 정책입니다. 루트
조직에 모든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전역 BIOS 정책을 생성하거나 하위 조직에서 BIOS 정책을 생성
하여 해당 계층 구조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BIOS 정책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Cisco UCS Manager에서 BIOS 정책을 생성합니다.
2 하나 이상의 서비스 프로필에 BIOS 정책을 지정합니다.
3 서비스 프로필을 서버에 연결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연결 과정에서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버의 BIOS 설정을 수정하여 BIOS 정책의
컨피그레이션과 매칭하게 합니다. BIOS 정책을 생성하여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서버
는 해당 서버 플랫폼에 기본 BIOS 설정을 사용합니다.

기본 BIOS 설정
Cisco UCS Manager에는 Cisco UCS에서 지원하는 서버 유형별로 기본 BIOS 설정 모음이 있습니다.
기본 BIOS 설정은 루트 조직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전역입니다. Cisco UCS에서 지원하는 서버 플랫
폼별로 하나의 기본 BIOS 설정 모음만 가능합니다. 기본 BIOS 설정을 수정할 수 있으나 기본 BIOS
설정 모음을 추가로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각 기본 BIOS 설정 모음은 특정 유형의 지원되는 서버를 위해 설계된 것이며, 해당 유형에 속하고 서
비스 프로필에 BIOS 정책에 없는 모든 서버에 적용됩니다.
Cisco UCS 구현에서 서버별 설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요구 사항이 없는 한 Cisco UCS domain에서 각
서버 유형에 대해 설계하여 제공하는 기본 BIOS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이 서버 플랫폼별 BIOS 설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은 BIOS 정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BIOS 정책은 특정 설정에 대한 플랫폼 기본 옵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제공하는 기본 BIOS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BIOS 설정 변
경 시 해당 유형 또는 플랫폼의 모든 서버에 적용됩니다. 특정 서버에 대해서만 BIOS 설정을 수정하
려는 경우 BIOS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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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정책 생성
참고

Cisco UCS Manager에서는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버퍼에 BIOS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을 푸시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서버가 재부팅될
때까지 버퍼에 머물러 있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성하려는 서버에서 BIOS 설정에 대한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AS 메모리의 미러링
모드와 같은 일부 설정은 모든 Cisco UCS 서버에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BIOS Policies(BIOS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BIOS Policy(BIOS 정책 만들
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BIOS Policy(BIOS 정책 생성) 마법사의 Main(기본) 페이지에서 Name(이름) 필드의 BIOS 정
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
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계 6

Create BIOS Policy(BIOS 정책 생성) 마법사에서 다음을 수행하여 BIOS 설정을 구성합니다.
a) BIOS 설정을 변경하려면 원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거나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각 BIOS 설정의 옵션에 대한 설명 및 정보는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Main(기본) 페이지: 기본 BIOS 설정, 432 페이지
• Processor(프로세서) 페이지: 프로세서 BIOS 설정, 434 페이지
• Intel Directed IO 페이지: Intel Directed I/O BIOS 설정, 449 페이지
• RAS Memory(RAS 메모리) 페이지: RAS 메모리 BIOS 설정, 450 페이지
• Serial Port(시리얼 포트) 페이지: 시리얼 포트 BIOS 설정, 453 페이지
• USB 페이지: USB BIOS 설정, 454 페이지
• PCI Configuration(PCI 컨피그레이션) 페이지: PCI 컨피그레이션 BIOS 설정, 458 페이지
• Boot Options(부팅 옵션) 페이지: 부팅 옵션 BIOS 설정, 466 페이지
• Server Management(서버 관리) 페이지: 서버 관리 BIOS 설정, 46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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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 페이지 다음에 Next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단계 7

정책에 대한 모든 BIOS 설정을 구성했으면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BIOS 기본값 수정
구성하려는 서버에서 BIOS 설정에 대한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AS 메모리의 미러링 모드
와 같은 일부 설정은 모든 Cisco UCS 서버에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Cisco UCS 구현에서 서버별 설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요구 사항이 없는 한 Cisco UCS domain에서 각
서버 유형에 대해 설계하여 제공하는 기본 BIOS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BIOS Defaults(BIOS 기본값)를 확장하고 기본 BIOS 설정을 수정할 서버 모델 번호를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해당 탭을 클릭하고 원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거나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
하여 기본 BIOS 설정을 수정합니다.
각 BIOS 설정의 옵션에 대한 설명 및 정보는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BIOS 설정을 각 서버
유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Main(기본) 탭: 기본 BIOS 설정, 432 페이지
• Advanced(고급) 탭:
◦ Processor(프로세서) 하위 탭: 프로세서 BIOS 설정, 434 페이지
◦ Intel Directed IO 하위 탭: Intel Directed I/O BIOS 설정, 449 페이지
◦ RAS Memory(RAS 메모리) 하위 탭: RAS 메모리 BIOS 설정, 450 페이지
◦ Serial Port(시리얼 포트) 하위 탭: 시리얼 포트 BIOS 설정, 453 페이지
◦ USB 하위 탭: USB BIOS 설정, 454 페이지
◦ PCI Configuration(PCI 컨피그레이션) 하위 탭: PCI 컨피그레이션 BIOS 설정, 458 페이지
• Boot Options(부팅 옵션) 탭: 부팅 옵션 BIOS 설정, 466 페이지
• Server Management(서버 관리) 탭: 서버 관리 BIOS 설정, 467 페이지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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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의 실제 BIOS 설정 보기
서버의 실제 BIOS 설정을 확인하려면 이 절차를 따릅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실제 BIOS 설정을 볼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Motherboard(마더보드)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BIOS Settings(BIOS 설정) 영역에서 제목 오른쪽의 Expand(확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BIOS Settings(BIOS 설정) 영역의 각 탭에서는 해당 서버 플랫폼의 설정을 표시합니다. 일부 탭은 추
가 정보를 제공하는 하위 탭이 있습니다.

Trusted Platform Module 구성
Trusted Platform Module
TPM(Trusted Platform Module)은 서버 인증에 쓰이는 아티팩트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성 요소
입니다. 이 아티팩트로는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화 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TPM은 플랫폼의 신
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플랫폼 측정치를 저장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플랫폼의 진위 입
증) 및 증명(플랫폼을 믿을 수 있고 보안 침해가 없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은 모든 환경에서
더 안전한 컴퓨팅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Intel Trusted Execution Technology(TXT) 보
안 기능의 요구 사항이며, TPM이 구현된 서버의 BIOS 설정에서 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Cisco UCS
M4 블레이드 및 랙 마운트 서버는 TPM을 지원합니다.이 서버에서 TPM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중요

• Cisco UCS Manager를 Release 2.2(4)로 업그레이드하면 TPM이 활성화됩니다.
• TPM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Cisco UCS Manager를 Release 2.2(4)에서 다운그레이드하면 TPM
은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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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Trusted Execution Technology
Intel TXT(Trusted Execution Technology)는 비즈니스 서버에서 사용되고 저장되는 정보를 위한 더 강
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보호의 핵심은 격리된 실행 환경 및 그에 따른 메모리 섹션을 프로비저
닝하여 기밀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시스템의 나머지 영역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
니다. Intel TXT는 봉인된 스토리지 영역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암호화 키와 같은 기밀 데이터를 보관
함으로써 악성 코드 공격 시 유출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4 블레이드 및 랙 마운
트 서버는 TXT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버에서 TXT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TPM, Intel VT(Virtualization technology), Intel VT-d(Virtualization Technology for Directed I/O)가 활성
화된 후에 TXT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TXT만 활성화할 경우 묵시적으로 TPM, VT, VT-d도 활성화
됩니다.

Trusted Platform 구성
Cisco UCS M4 블레이드 및 랙 마운트 서버는 TPM 및 TXT를 지원합니다.UCS Manager Release 2.2(4)
에서는 TPM 및 TXT에 대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Trusted Platform 구성, 478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에 대해 TPM 지우기, 709 페이지 또는 랙 마운트 서버에 대해 TPM 지우기, 724 페
이지

참고

Cisco UCS M3 블레이드 서버의 경우 F2를 눌러 BIOS 설정 메뉴를 시작하고 설정을 변경합니다.

Trusted Platform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TPM을 구성하려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BIOS Policies(BIOS 정책)를 확장하고 TPM을 구성하려는 BIOS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Advanced(고급)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Trusted Platform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TPM을 구성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disabled(비활성)

TPM을 비활성화합니다.

enable(활성화)

TPM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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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8

단계 9

옵션

설명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

TPM을 활성화합니다.

TXT를 구성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disabled(비활성)

TXT를 비활성화합니다.

enable(활성화)

TXT를 활성화합니다.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

TXT를 비활성화합니다.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일관성 있는 디바이스 이름 지정
운영 체제에서 일관성 있게 이더넷 인터페이스 레이블을 지정하는 메커니즘이 없을 경우 서버 컨피
그레이션 변경에 따라 네트워크 연결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Cisco UCS Manager Release 2.2(4)
에서 첫 선을 보인 CDN(Consistent Device Naming)으로 일관성 있게 이더넷 인터페이스 이름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 또는 기타 컨피그레이션 변경이 있더라도 보다 지속적인 이더넷 인터페이스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vNIC에 대해 CDN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BIOS 정책에서 일관성 있는 디바이스 이름 지정을 활성화합니다.
• BIOS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합니다.
• vNIC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름 지정을 구성합니다.

디바이스 이름 지정에 대한 지침 및 제한
• CDN은 Windows 2012 R2에서만 지원됩니다. 다른 운영 체제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CDN은 모든 M3 이상 블레이드 및 랙 마운트 서버에서 지원됩니다.
• CDN을 지원하려면 BIOS 및 어댑터 펌웨어가 Release 2.2(4) 번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Cisco UCS Manager Release 2.2(4)에서는 CDN이 다음 어댑터에서만 지원됩니다.
◦ Cisco UCS VIC 1225(UCSC-PCIE-CSC-02)
◦ Cisco UCS MLOM 1227(UCSC-MLOM-CSC-02)
◦ Cisco UCS VIC 1225T(UCSC-PCIE-C10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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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CS MLOM 1227T(UCSC-MLOM-C10T-02)
◦ Cisco UCS VIC 1240(UCSB-MLOM-40G-01)
◦ Cisco UCS VIC 1280(UCS-VIC-M82-8P)
◦ Cisco UCS VIC 1340(UCSB-MLOM-40G-03)
◦ Cisco UCS VIC 1380(UCSB-VIC-M83-8P)
• CDN은 vNIC 템플릿 및 동적 vNIC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서비스 프로필에 속한 여러 vNIC가 동일한 CDN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 vNIC에 대해 CDN 이름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vNIC 이름이 CDN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 vNIC에 대해 구성하는 CDN 이름이 Admin CDN Name으로 표시됩니다. vNIC에 최종적으로 적
용되는 CDN 이름이 Oper CDN Name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vnic0"라는 vNIC의 Admin
CDN Name이 cdn0이라면 이 vNIC의 Oper CDN Name은 cdn0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vNIC의
Admin CDN Name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Oper CDN Name은 vnic0이 됩니다.
• Cisco UCS Manager Release 2.2(4)에서는 연결된 서버에 지정된 BIOS 정책에 CDN이 활성화된
경우 Cisco UCS Manager 다운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 Cisco UCS Manager Release 2.2(4)에서는 CDN이 활성화된 BIOS 정책이 서버에 지정된 경우 BIOS
펌웨어 다운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 Cisco UCS Manager Release 2.2(4)에서는 CDN이 활성화된 BIOS 정책이 서버에 지정된 경우 어
댑터 펌웨어 다운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 적용된 BIOS 정책이 CDN-disabled에서 CDN-enabled로 또는 CDN-enabled에서 CDN-disabled로
바뀔 경우, BIOS 업데이트 시 재부팅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호스트가 경고 메시지
와 함께 재부팅됩니다.
• Windows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전에 BIOS 정책에서 CDN을 활성화하고 CDN 이름을 vNIC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Windows 운영 체제가 이미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CDN이 BIOS 정책에서 활성화될 경
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제거합니다.
2 시스템에 숨겨진 디바이스가 있는지 검사하여 제거합니다.
3 시스템에 새 하드웨어가 있는지 다시 검사하고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vNIC는 구성된 CDN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프로필에서 적용된 BIOS 정책이 CDN-disabled에서 CDN-enabled로 또는 CDN-enabled에
서 CDN-disabled로 바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제거합니다.
2 시스템에 숨겨진 디바이스가 있는지 검사하여 제거합니다.
3 시스템에 새 하드웨어가 있는지 다시 검사하고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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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BIOS 정책이 CDN-enabled에서 CDN-disabled로 바뀔 경우 CDN 이름이 시스템의
모든 vNIC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 vNIC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의 BDF도 바뀝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모
든 vNIC에서 BDF가 바뀌는 시나리오의 예입니다.
◦ vNIC가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
◦ vNIC가 시스템의 다른 어댑터로 이동할 때
이와 같이 시스템이 변경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현재의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제거합니다.
2 시스템에 숨겨진 디바이스가 있는지 검사하여 제거합니다.
3 시스템에 새 하드웨어가 있는지 다시 검사하고 네트워크 컨트롤러에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숨겨진 디바이스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어댑터의 CDN 이름이 Cisco UCS Manager에
구성된 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혼합 어댑터의 CDN
CDN을 지원하는 어댑터와 지원하지 않는 어댑터가 혼합된 시스템에서 vNIC에 대해 CDN 이름이 구
성될 경우 CDN 구성 vNIC가 CDN을 지원하는 어댑터에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IOS 정책에서 CDN이 활성화되고 CDN 구성 vNIC(관리 CDN이 구성되었음)이 CDN을 지원하지 않
는 어댑터에 배치될 경우, info 오류가 발생하지만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문제는 무시
됩니다.
BIOS 정책에서 CDN이 활성화되고 vNIC(관리 CDN이 구성되지 않음)이 CDN을 지원하지 않는 어댑
터에 배치될 경우, info 오류가 발생하지만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문제는 무시됩니다.
이 경우에 Oper CDN Name은 비어 있으며 vNIC 이름에서 파생되지 않습니다.
CDN 이름을 서버의 호스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배포하려는 경우 지원되는 어댑터에 수
동으로 vNIC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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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정책에서 CDN(Consistent Device Naming)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DN(Consistent Device Naming)을 구성하려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BIOS Policies(BIOS 정책)를 확장하고 CDN을 구성하려는 BIOS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Main(기본)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Properties(속성) 영역의 Consistent Device Naming 필드에서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하여 CDN을 구성합
니다.

단계 7

옵션

설명

disabled(비활성)

BIOS 정책에서 CDN을 비활성화합니다.

enable(활성화)

BIOS 정책에서 CDN을 활성화합니다.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

BIOS는 서버 유형 및 벤더의 BIOS 기본값에 포함된 이 특성
의 값을 사용합니다.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vNIC에 대한 CDN 이름 구성
vNIC에 대해 CDN 이름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vNIC 이름이 CDN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DN 이름을 구성하려는 vNIC가 포함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서비스 프로필을 확장하고 CDN 이름을 구성할 vNIC가 포함된 vNICs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vNIC를 선택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Properties(속성) 영역의 Admin CDN Name(관리 CDN 이름) 필드에 vNIC의 CDN 이름을 입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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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단계 8

vNIC에 대해 구성하는 CDN 이름이 Admin CDN Name으로 표시됩니다. vNIC에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CDN 이름이 Oper CDN Name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vnic0"라는 vNIC의
Admin CDN Name이 cdn0이라면 이 vNIC의 Oper CDN Name은 cdn0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
한 vNIC의 Admin CDN Name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Oper CDN Name은 vnic0이 됩니다.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CIMC 보안 정책
Cisco UCS Manager는 보안 강화를 위해 다음 정책을 제공합니다.
• KVM 관리 정책
• IPMI 액세스 프로필

IPMI 액세스 프로필
IP 주소를 사용하여 IPMI 명령을 서버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 정책으로 결정합니다. 예
를 들어 CIMC의 센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명령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서버에서 로컬
인증 가능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포함한 IPMI 액세스 그리고 액세스가 읽기 전용 또는 읽기쓰기인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또한 IPMI 액세스 프로필에서 IPMI over LAN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하여 원격 액세스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IPMI over LAN은 연결되지 않은 모든 서버에서 그리고 IPMI 액세스 정책이 없는 모
든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PMI 액세스 정책이 생성되면 IPMI over LAN은 기
본적으로 enabled로 설정됩니다. 이 값을 disabled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IPMI over LAN은 모든 연결
된 서버에서 enabled 상태가 됩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려면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하고 서비스 프로필을 서버에 연결해야 합니다.

IPMI 액세스 프로필 생성
시작하기 전에
IPMI 프로필은 이미 시스템에 다름 리소스가 하나 이상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서버 운영 체제에서 인증할 수 있는, 적합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
• 사용자 이름의 비밀번호
• 사용자 이름과 연결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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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PMI Access Profiles(IPMI 액세스 프로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IPMI Access
Profile(IPI 액세스 프로필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IPMI Access Profile(IPI 액세스 프로필 생성) 대화 상자에서
a) 프로필의 고유한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b) IPMI Over LAN 필드에서 원격 연결을 허용할지 아니면 제한할지 선택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6

탐색기의 IPMI Users(IPMI 사용자)영역에서 +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reate IPMI User(IPMI 사용자) 대화 상자에서
a)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이 IPMI 프로필을 연결할 사용자 이름.
영숫자 1자 ~ 16자를 입력합니다. @(앳 기호), _(밑줄), -(하이픈)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이 저장되면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Password(비밀번호) 필드

이 사용자 이름의 비밀번호.
1자 ~ 20자이며 =(등호), $(달러 기호), |(세로 바)를 제외한 ASCII
문자를 사용합니다.

Confirm Password(비밀번호 확 확인을 위해 두 번째로 입력하는 비밀번호.
인) 필드
Role(역할) 필드

사용자 역할.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dmin(관리자)
• Read Only(읽기 전용)

b)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8

추가 사용자를 생성하려면 6단계와 7단계를 반복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하여 Work(작업) 영역의 IPMI 프로필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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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작업
IPMI 프로필을 서비스 프로필 및/또는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IPMI 액세스 프로필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IPMI Profiles(IPMI 프로필)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프로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KVM 관리 정책
이 정책에서는 KVM을 통해 서버에 액세스할 때 vMedia 암호화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
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려면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하고 서비스 프로필을 서버에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

KVM vMedia 세션이 매핑된 다음에는 KVM 관리 정책을 변경할 경우 vMedia 세션을 잃게 됩니다.
KVM vMedia 세션을 다시 매핑해야 합니다.

KVM 관리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KVM Management Policies(KVM 관리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KVM
Management Policy(KVM 관리 정책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KVM Management Policy(KVM 관리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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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책의 고유한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b) vMedia Encryption(vMedia 암호화) 필드에 vMedia 암호화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참고

KVM vMedia 세션이 매핑된 다음에는 KVM 관리 정책을 변경할 경우 vMedia 세션을 잃게 됩
니다. KVM vMedia 세션을 다시 매핑해야 합니다.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구성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이 정책은 로컬 드라이브의 온보드 RAID 컨트롤러를 통해 서버에 설치된 모든 선택적 SAS 로컬 드
라이브를 구성합니다.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을 포함한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모든 서버
에서 로컬 디스크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디스크 모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No Local Storage(로컬 스토리지 없음)—디스크리스 서버 또는 SAN 전용 컨피그레이션. 이 옵
션을 선택할 경우 이 정책을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 프로필도 로컬 디스크가 있는 서버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 RAID 0 Striped(RAID 0 스트라이핑)—데이터가 어레이의 모든 디스크에 스트라이핑되어 빠른
처리 성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이중화는 없으며, 디스크 오류가 발생하면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 RAID 1 미러링—데이터를 두 디스크에 기록하여 완전한 데이터 이중화를 실현함으로써 둘 중
하나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합니다. 최대 어레이 크기는 두 드라이브 중 더 작은 쪽의 가
용 용량과 같습니다.
• Any Configuration(모든 컨피그레이션)—변경 없이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을 포워딩하는
서버 컨피그레이션.
• No RAID(RAID 없음)—RAID를 제거하고 디스크 MBR 및 페이로드를 변경 없이 유지하는 서버
컨피그레이션.
No RAID(RAID 없음)를 선택한 다음 이미 RAID 스토리지가 구성된 운영 체제가 있는 서버에
이 정책을 적용할 경우 시스템에서는 디스크 내용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No RAID 모드
를 적용한 후에도 서버에서 달라진 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RAID 컨피그레이션
과 서버의 Inventory(인벤토리) > Storage(스토리지) 탭에 표시된 실제 디스크 컨피그레이션이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RAID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디스크에서 확실히 삭제하기 위해 No RAID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적용한 다음 모든 디스크 정보를 제거하는 스크럽 정책을 적용합니다.
• RAID 5 Striped Parity(RAID 스트라이핑 패리티)—데이터가 어레이의 모든 디스크를 대상으로
스트라이핑됩니다. 각 디스크의 용량 중 일부에 패리티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는 디스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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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RAID 5는 빠른 읽기 요청 속도로 애플리케
이션에 우수한 데이터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 RAID 6 스트라이핑 듀얼 패리티—어레이의 모든 디스크를 대상으로 데이터가 스트라이핑되며,
최대 2개의 물리적 디스크에서 오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개의 패리티 디스크가 사용됩니다.
데이터 블록의 각 행에 2개의 패리티 데이터 세트가 저장됩니다.
• RAID 10 미러링 및 스트라이핑—RAID 10에서는 미러링된 디스크 쌍을 사용하여 완전한 데이
터 이중화 및 우수한 데이터 처리 성능을 제공합니다.
• RAID 50 스트라이핑 패리티 및 스트라이핑—우수한 처리량 및 다중 디스크 폴트 톨러런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가 여러 스트라이핑 패리티 디스크에 스트라이핑됩니다.
• RAID 60 스트라이핑 듀얼 패리티 및 스트라이핑—우수한 처리량 및 더 강력한 디스크 폴트 톨
러런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가 여러 스트라이핑 듀얼 패리티 디스크에 스트라이핑됩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려면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하고 서비스 프로필을 서버에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

임베디드 온보드 RAID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Cisco UCS C-Series 서버와 Cisco UCS Manager의 통
합에서는 로컬 디스크 모드가 항상 Any Configuration이고 RAID가 컨트롤러에서 곧바로 구성되
어야 합니다.

모든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에 대한 지침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을 생성하기 전에 다음 지침을 고려하십시오.
HDD와 SSD 혼합 불가
단일 서버 또는 RAID 컨피그레이션에 HDD와 SSD를 넣지 마십시오.
기본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의 서비스 프로필을 B200 M1 또는 M2에서 B200 M3에 지정할 수
없음
B200 M1 및 M2 서버와 B200 M3 서버의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RAID/JBOD 지원의 차이
때문에 기본 디스크 컨피그레이션을 포함하는 서비스 프로필을 B200M1 또는 M2 서버에서 B200 M3
서버에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은 Any Configuration
또는 JBOD Configuration의 정책을 포함합니다.
JBOD 모드 지원

참고

B200 M1, B200 M2, B200 M3, B250 M1, B250 M2, B22 M3 블레이드 서버만 로컬 디스크에서 JBOD
모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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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를 위해 구성된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에 대한 지침
MegaRAID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있는 서버에 대한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에서 RAID 설정 구
성
블레이드 서버 또는 유니파이드 랙 마운트 서버에 MegaRAID 컨트롤러가 있을 경우, 이 서버의 서비
스 프로필에 포함된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에서 드라이브에 대한 RAID 설정을 구성해야 합
니다. 이를 위해 해당 서버에 대해 정의된 RAID 모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서비스 프로필에 로컬 디스
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을 구성하거나 LSI 유틸리티 툴 모음과 Any Configuration 모드를 사용하여
RAID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OS 디스크를 설치하기 전에 RAID LUN을 구성하지 않으면 설치 중에 검색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No Device Found(디바이스 없음)"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컨피그레이션 모드가 지정될 경우 RAID 클러스터 마이그레이션 후에 서버가 부팅되
지 않을 수 있음
RAID1 클러스터가 마이그레이션된 후 서비스 프로필을 서버와 연결해야 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의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이 RAID1이 아닌 Any Configuration 모드로 구성될 경우 RAID LUN
은 연결 중 및 연결 후에 "비활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로 인해 서버가 부팅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서버와 연결하는 서비스 프로필이 마이그레이션 이전의 서비스 프로필과 동
일한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을 가져야 하며 Any Configuration 모드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
다.
MegaRAID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있는 서버에서 JBOD 모드를 사용하지 않음
MegaRAID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있는 블레이드 서버 또는 유니파이드 랙 마운트 서버에서 JBOD 모
드 또는 JBOD 작업을 구성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JBOD 모드 및 작업은 이 서버를 위한 것이 아
니며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유니파이드 랙 마운트 서버에서 최대 1개의 RAID 볼륨 및 1개의 RAID 컨트롤러
Cisco UCS Manager에 등록된 랙 마운트 서버는 서버에 있는 하드 드라이브 수와 상관없이 최대 1개
의 RAID 볼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랙 마운트 서버에 있는 모든 로컬 하드 드라이브는 단 하나의 RAID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야 합니다. Cisco UCS Manager와의 통합에서 로컬 하드 드라이브를 단일 랙 마운트 서버의 여러 RAID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isco UCS Manager와 통합할 랙 마운트 서버
를 주문할 때는 단일 RAID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드파티 툴을 사용하여 랙 마운트 서버에 여러 RAID LUN을 생성하지 마십시오. Cisco UCS
Manager는 그 컨피그레이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블레이드 서버에서 최대 1개의 RAID 볼륨 및 1개의 RAID 컨트롤러
블레이드 서버는 서버에 있는 드라이브 수와 상관없이 최대 1개의 RAID 볼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
든 로컬 하드 드라이브가 하나의 RAID 컨트롤러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200 M3 서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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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컨트롤러 및 Intel Patsburg 컨트롤러가 있지만 LSI 컨트롤러만 RAID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서드파티 툴을 사용하여 블레이드 서버에 여러 RAID LUN을 생성하지 마십시오. Cisco UCS
Manager에서는 그러한 컨피그레이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러링된 RAID에서 선택된 디스크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미러링된 RAID에 선택된 디스크 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RAID 1이 RAID 10 LUN으로 생성됩니다.
Cisco UCS B440 M1 및 B440 M2 서버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버의 특정 RAID 컨피그레이션 옵션에 필요한 라이센스
일부 Cisco UCS 서버는 특정 RAID 컨피그레이션 옵션에 대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이 로컬 디스크 정책을 포함한 서비스 프로필을 서버와 연결할 경우 Cisco UCS Manager
에서는 선택된 RAID 옵션에 대한 올바른 라이센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서비스 프로필 연결 과정에서 컨피그레이션 오류를 표시합니다.
특정 Cisco UCS 서버에 대한 RAID 라이센스 정보는 해당 서버의 하드웨어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B420 M3 Server에서 모든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지원하지는 않음
B420 M3 서버는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에서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RAID 없음
• RAID 6 스트라이핑 듀얼 패리티
또한 B420 M3는 JBOD 모드 또는 작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블레이드 서버에서 단일 디스크 RAID 0 컨피그레이션이 지원되지 않음
단일 디스크 RAID 0 컨피그레이션은 다음 블레이드 서버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Cisco UCS B200 M1
• Cisco UCS B200 M2
• Cisco UCS B250 M1
• Cisco UCS B25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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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Local Disk Config Policies(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Local Disk Configuration Policy(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Local Disk Configuration Policy(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
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정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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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모드 드롭다운 목록

다음 로컬 디스크 정책 모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 Local Storage(로컬 스토리지 없음)
• RAID 0 Striped(RAID 0 스트라이핑)
• RAID 1 미러링
• Any Configuration(모든 컨피그레이션)
• No RAID(RAID 없음)
No RAID(RAID 없음)를 선택한 다음 이미 RAID 스토리지가
구성된 운영 체제가 있는 서버에 이 정책을 적용할 경우 시스
템에서는 디스크 내용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No RAID
모드를 적용한 후에도 서버에서 달라진 점이 없을 수 있습니
다. 그러면 정책의 RAID 컨피그레이션과 서버의 Inventory(인
벤토리) > Storage(스토리지) 탭에 표시된 실제 디스크 컨피
그레이션이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RAID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디스크에서 확실히 삭제
하기 위해 No RAID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적용한 다음 모든
디스크 정보를 제거하는 스크럽 정책을 적용합니다.
• RAID 5 Striped Parity(RAID 스트라이핑 패리티)스트라이핑
됩니다.
• RAID 6 스트라이핑 듀얼 패리티
• RAID 10 미러링 및 스트라이핑제공합니다.
• RAID 50 스트라이핑 패리티 및 스트라이핑
• RAID 60 스트라이핑 듀얼 패리티 및 스트라이핑
참고

일부 Cisco UCS 서버에서는 특정 RAID 컨피그레이션 옵
션에 대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
서 이 로컬 디스크 정책을 포함한 서비스 프로필을 어떤
서버와 연결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선택된
RAID 옵션에 대한 올바른 라이센스가 있는지 확인합니
다. 문제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서비스 프로
필 연결 과정에서 컨피그레이션 오류를 표시합니다.
특정 Cisco UCS 서버에 대한 RAID 라이센스 정보는 해당
서버의 하드웨어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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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Protect Configuration(컨피그레 선택하면 서버가 서비스 프로필과의 연결이 해제되더라도 컨피그
이션 보호) 확인란
레이션을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에 보존합니다.
서버에 있는 하나 이상의 디스크에 결함이 있거나 오류가
생길 경우 컨피그레이션 보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속성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서비스 프로필과 서버의 연결이 해제되고 새로운 서비스 프로필
이 연결될 경우 새 서비스 프로필에 있는 Protect Configuration(컨
피그레이션 보호) 속성에 대한 설정이 우선하므로 이전 서비스 프
로필의 설정을 덮어씁니다.
이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서버가 서비스 해제되었다가 재가동되
더라도 디스크의 데이터가 보호됩니다. 따라서 서버를 서비스 프
로필과 다시 연결하면 실패합니다.
참고

이 옵션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서버와 서비스 프로필의 연
결을 해제했다가 다른 속성의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을 포함하는 새로운 서비스 프로필과 서버를 연결할
경우 해당 서버는 컨피그레이션 불일치 오류를 반환하며
연결이 실패합니다.

FlexFlash State(FlexFlash 상태) SD 카드의 FlexFlash 컨트롤러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라디오 버튼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 매개변수는 SD 카드 모듈이 있는 서버에만 적용됩니
다.

FlexFlash RAID Reporting
RAID 보고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합
State(FlexFlash RAID 보고 상태) 니다. RAID 보고가 활성화된 경우 RAID 상태가 모니터링되고 오
라디오 버튼
류가 활성화됩니다.
참고

단계 6

1개의 SD 카드만 설치된 경우 RAID 보고가 활성화되었더
라도 RAID 상태는 Disabled(비활성)로 표시되고 RAID 상
태는 NA로 표시됩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변경
이 절차에서는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과 다르게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 Servers(서버) 탭의 Policies(정책) 노드에서도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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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변경할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의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을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변경할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을 포함한 서비스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Storage(스토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Change Local Disk Configuration Policy(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변
경)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hange Local Disk Configuration Policy(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변경) 대화 상자의 Select the
Local Disk Configuration Policy(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Use a Disk Policy(디스크 정책 이 옵션 아래의 목록에서 기존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을 선
사용)
택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이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에 지
정합니다.
로컬 디스크 정책 생성

선택된 서비스 프로필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로컬 디스크 컨피그
레이션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 Disk Policy(디스크 정책 없 기본 로컬 디스크 정책을 선택합니다.
음)
참고
UCS 서버가 Cisco UCS Manager에 연결된 상태에서 디스크
정책 없음을 선택할 경우, 연결된 서버에서 기본 RAID 컨피
그레이션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RAID가 지워지고 개별 디스
크로 대체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9

(선택 사항) Local Disk Configuration Policy(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영역을 확장하여 변경
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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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Local Disk Config Policies(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FlexFlash 지원
개요
Cisco UCS B-Series, C-Series M3 및 M4서버는 내부 SD(Secure Digital) 메모리 카드를 지원합니다. SD
카드는 Cisco Flexible Flash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 호스팅합니다. 이는 SD 카드용 슬롯 2개가 있는
PCI 기반 컨트롤러입니다. 이 카드는 HV라는 단일 파티션이 있습니다. FlexFlash가 활성화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HV 파티션을 BIOS 및 호스트 운영 체제 모두에 USB 드라이브로 표시합니다.
FlexFlash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쓰이는 로컬 디스크 정책에서
FlexFlash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FlexFlash가 로컬 디스크 정책에서 활성화될 경우 서버에서 SD 카
드를 지원할 수 있다면 서비스 프로필 연결 과정에서 FlexFlash 컨트롤러가 활성화됩니다. 서버가 SD
카드를 지원할 수 없거나 오래된 CIMC 버전이 있을 경우 컨피그레이션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지원되는 서버에서 FlexFlash를 비활성화할 경우 하이퍼바이저 또는 HV 파티션이 즉시 호스트에서
연결 해제됩니다. FlexFlash 컨트롤러는 관련 서비스 프로필이 연결 해제될 때도 비활성화됩니다.
FlexFlash 컨트롤러는 듀얼 SD 카드에서 RAID-1을 지원합니다. FlexFlash 스크럽 정책을 생성하고 서
버를 재승인하는 방법으로 RAID 쌍에서 새 SD 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FlexFlash 스크럽 정책은
양쪽 카드에서 HV 파티션을 지우고 카드를 정상적인 RAID 상태로 만듭니다.

참고

페어링이 완료되는 즉시 스크럽 정책을 비활성화합니다.
HV 파티션에서 부팅하려면 서비스 프로필에 쓰이는 부팅 정책에 SD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FlexFlash 펌웨어 관리
FlexFlash 컨트롤러 펌웨어는 CIMC 이미지에 번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CIMC를 업그레이드할 때
FlexFlash 컨트롤러에 대한 최신 펌웨어 버전이 있을 경우 컨트롤러는 더 이상 관리될 수 없으며
FlexFlash 인벤토리는 Controller State(컨트롤러 상태)를 Waiting For User Action(사용자 작업 대기
중)으로, Controller Health(컨트롤러 상태)를 Old Firmware Running(오래된 펌웨어 실행 중)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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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니다. FlexFlash 컨트롤러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보드 컨트롤러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에서 제공하는 Cisco UCS B-Series 펌웨어 관리 설명서다음 URL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0281/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
guides_list.html.
Cisco Flexible Flash Storage Controller의 제한 사항:
• Cisco Flexible Flash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16GB, 32GB, 64GB SD 카드만 지원합니다.

참고

16GB 및 32GB 카드는 B200-M3 블레이드 서버에서만, 64GB SD 카드는 B200-M4
블레이드 서버에서만 지원됩니다.

• 랙 서버의 SD 카드를 블레이드 서버에서 사용하거나 블레이드 서버의 SD 카드를 랙 서버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서버 유형의 SD 카드를 사용하면 SD 카드의 데이터가 사라
질 수 있습니다.
• 일부 Cisco UCS C-Series 랙 마운트 서버는 SD 카드에 4개의 파티션이 있습니다. HV, HUU, SCU,
드라이버입니다. HV 파티션만 Cisco UCS Manager에 표시됩니다. FlexFlash 스크럽 정책을 사용
하여 4파티션 SD 카드를 단일 HV 파티션 카드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FlexFlash 컨트롤러는 RAID-1 동기화(미러 재구성)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SD 카드가 성능 저하
RAID 상태에 있을 경우 또는 컨트롤러가 메타데이터 오류를 보고할 경우 RAID를 위한 카드 페
어링을 위해 FlexFlash 스크럽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FlexFlash 스크럽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스크럽 정책, 498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다음 조건은 성능 저하 RAID 또는 메타데이터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서버의 제2 슬롯에 SD 카드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또는 기존 SD 카드를 슬롯에 삽입할
경우.
◦ 서로 다른 서버의 두 SD 카드를 삽입할 경우.
• 서버 펌웨어 버전은 2.2(1a) 이상이어야 합니다.

FlexFlash FX3S 지원
Cisco UCS Manager Release 2.2(3)부터 FlexFlash에서 FX3S 컨트롤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FX3S 컨
트롤러는 다음 서버에 있습니다.
• Cisco UCS B200 M4 Blade Server
• Cisco UCS C220 M4 Rack Server
• Cisco UCS C240 M4 Rack Server
FlexFlash의 FX3S 제어 작업은 Cisco Flexible Flash 스토리지 컨트롤러와 비슷합니다. FlexFlash는 기
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로컬 디스크 정책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또한 컨트롤러를 재설정하
고 SD 카드를 포맷하고 쌍을 구성하는 SD 카드의 자동 동기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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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3S 컨트롤러의 SD 카드는 하이퍼바이저라는 단일 파티션으로 구성됩니다.
Cisco FX3S Controller의 제한 사항:
• FX3S 컨트롤러는 32GB 및 64GB SD 카드만 지원합니다. 16GB 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랙 서버의 SD 카드를 블레이드 서버에서 사용하거나 블레이드 서버의 SD 카드를 랙 서버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서버 유형의 SD 카드를 사용하면 SD 카드의 데이터가 사라
질 수 있습니다.
• 서버 펌웨어 버전은 2.2(3a) 이상이어야 합니다.

FlexFlash SD 카드 지원 활성화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Local Disk Config Policies(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를 확장하고 FlexFlash 지원을 활성화할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FlexFlash State(FlexFlash 상태) 필드에서 Enable(활성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7

FlexFlash RAID Reporting State(FlexFlash RAID 보고 상태) 필드에서 Enable(활성화) 라디오 버튼
을 클릭합니다.

단계 8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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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동기화 활성화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자동 동기화를 활성화할 서버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Storage(스토리지)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Enable Auto-sync(자동 동기화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단계 7

Enable Auto-sync(자동 동기화 활성화) 대화 상자에서 기본으로 사용할 SD 카드에 대한 Admin Slot
Number(관리 슬롯 번호)를 선택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SD 카드 포맷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SD 카드를 포맷할 서버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Storage(스토리지)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Format SD Cards(SD 카드 포맷)를 클릭합니다.

단계 7

Yes(예)를 클릭하여 SD 카드를 포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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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Flash 컨트롤러 재설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FlexFlash 컨트롤러를 재설정할 서버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Storage(스토리지)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set FlexFlash Controller(FlexFlash 컨트롤러 재설정)를 클릭합니다.

단계 7

FlexFlash 컨트롤러를 재설정하려면 Yes를 클릭합니다.

스크럽 정책 구성
스크럽 정책
이 정책은 검색 프로세스에서 서버가 재승인되거나 서버와 서비스 프로필의 연결이 해제될 때 로컬
데이터 및 서버 BIOS 설정이 어떻게 될지 결정합니다.

참고

로컬 디스크 스크럽 정책은 Cisco UCS Manager에서 관리하는 하드 드라이브에만 적용되며 USB
드라이브와 같은 다른 디바이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크럽 정책의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스크럽
연결 해제 시 로컬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에는 다음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 활성화된 경우 모든 로컬 드라이브의 모드 데이터를 파괴합니다.
• 비활성화된 경우 로컬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을 포함하여 모든 로컬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
가 보존됩니다.
BIOS 설정 스크럽
스크럽 정책을 포함하는 서비스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 해제되면 BIOS 설정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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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경우 서버의 모든 BIOS 설정을 지우고 해당 서버 유형 및 벤더의 BIOS 기본값으로 재설
정합니다.
• 원한다면 서버의 기존 BIOS 설정을 보존합니다.
FlexFlash 스크럽
FlexFlash 스크럽을 통해 새로운 또는 성능 저하된 SD 카드를 페어링하고 FlexFlash 메타데이터 컨피
그레이션 오류를 해결하고 파티션 4개의 기존 SD 카드를 단일 파티션 SD 카드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스크럽 정책을 포함하는 서비스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 해제되거나 서버가 재승인되면 SD
카드 설정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 활성화된 경우 SD 카드의 HV 파티션이 PNUOS 포맷 유틸리티를 통해 포맷됩니다. 2개의 SD 카
드가 있을 경우 이들은 RAID-1 쌍을 이루며 양쪽 카드의 HV 파티션이 유효한 것으로 표시됩니
다. 슬롯 1의 카드는 기본으로, 슬록 2의 카드는 보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비활성화된 경우 기존 SD 카드 설정을 보존합니다.

참고

• FlexFlash 스크럽은 SD 카드에서 HV 파티션을 지우므로 FlexFlash 스크럽에 앞서 선호하는
호스트 운영 체제 유틸리티로 SD 카드의 전체 백업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프로필에서 메타데이터 컨피그레이션 오류를 해결하려면 FlexFlash 스크럽을 실행하
기에 앞서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에서 FlexFlash를 비활성화한 다음 서버가 재승인
되면 FlexFlash를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 페어링이 완료되거나 메타데이터 오류가 해결되는 즉시 스크럽 정책을 비활성화합니다.

스크럽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crub Policies(스크럽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crub Policy(스크럽 정책 생
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Scrub Policy(스크럽 정책 생성) 마법사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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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정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sk Scrub(디스크 스크럽) 필드 이 필드가 Yes(예)로 설정된 경우 이 스크럽 정책을 포함하는 서비
스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 해제될 때 서버 로컬 드라이브의 모든 데
이터가 완전히 지워집니다. 이 필드가 No(아니요)로 설정된 경우
모든 로컬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을 포함하여 로컬 드라이브의
데이터가 보존됩니다.
BIOS Settings Scrub(BIOS 설정 이 필드가 Yes(예)로 설정된 경우 이 스크럽 정책을 포함하는 서비
스크럽) 필드
스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 해제될 때 해당 서버의 BIOS 설정이 지
워지고 해당 서버 유형 및 벤더의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이 필
드가 No(아니요)로 설정된 경우 BIOS 설정이 보존됩니다.
FlexFlash Scrub(FlexFlash 스크 이 필드가 Yes(예)로 설정된 경우 서버가 재승인될 때 SD 카드의
럽) 필드
HV 파티션을 PNUOS 포맷 유틸리티로 포맷합니다. 이 필드가
No(아니요)로 설정된 경우 SD 카드가 보존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500

서버 관련 정책 구성
스크럽 정책 삭제

스크럽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Scrub Policies(스크럽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DIMM 오류 관리 구성
DIMM 수정 가능 오류 처리
Cisco UCS Manager에서는 사전 정의된 윈도우에서 DIMM에 중대한 수정 가능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성능 저하로 표시되고 작동하지 않는 디바이스로 간주됩니다.
DIMM 수정 가능 오류 처리 기능을 사용하면 서버의 모든 DIMM에서 모든 수정 가능 및 수정 불가 메
모리 오류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류 컨피그레이션을 재설정하면 해당 DIMM의 오류 수가 지워
지고 작동 가능 상태가 되며 DIMM의 센서 상태가 재설정됩니다.

메모리 오류 재설정
Cisco UCS Manager 및 BMC(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정 가능 및 수정
불가 메모리 오류를 재설정하는 데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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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오류 컨피그레이션을 재설정할 서버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Memory(메모리)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구성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Reset Memory Errors(메모리 오류 재설정)를 선택합
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DIMM 블랙리스팅
Cisco UCS Manager에서는 DIMM(Dual In-line Memory Module)의 상태가 SEL 이벤트 레코드를 기반
으로 합니다. 메모리 테스트 실행 중에 BIOS에서 수정 불가한 메모리 오류가 발생할 경우 DIMM은
결함 있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결함 있는 DIMM은 작동하지 않는 디바이스로 간주됩니다.
DIMM 블랙리스팅을 활성화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메모리 테스트 실행 메시지를 모니터링하
고 메모리 오류가 발생한 DIMM을 DIMM SPD 데이터에 블랙리스팅합니다. 그러면 호스트에서 수정
불가한 ECC 오류가 발생한 DIMM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DIMM 블랙리스팅 활성화
메모리 정책은 Cisco UCS domain의 기존 서버 및 메모리 정책 설정 후 추가한 서버에 적용할 수 있는
전역 정책입니다.

참고

• 이 기능은 Cisco UCS B-Series Blade Server 및 UCS C-Series Rack Server 모두에서 지원됩니
다.

참고

Cisco UCS C-Series 420 M3 Rack Server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 전역 정책은 서비스 프로필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Cisco B-Series Blade Server에서는 서버 펌웨어가 Release 2.2(1) 이상이어야 합니다.
• Cisco C-Series Rack Server에서는 서버 펌웨어가 Release 2.2(3)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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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권한 중 하나로 로그인한 상태여야 합니다.
◦ 관리자
◦ 서버 정책
◦ 서버 프로필 서버 정책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블랙리스팅을 활성화하려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Memory Policy(메모리 정책)를 확장하고 default(기본값)를 선택합니다.

단계 5

Blacklisting(블랙리스팅) 영역에서 Enabled(활성)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DIMM 블랙리스팅이 도메인 레벨 정책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 변경 사항을 해당 도메인의 모
든 서버에 적용됩니다.

참고

서버의 Cisco IMC가 DIMM 블랙리스팅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 레벨의 오류가 생성됩니다.

SoL(Serial over LAN) 정책 구성
SoL(Serial over LAN) 정책
이 정책은 이 정책을 사용하는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된 모든 서버에 대해 serial over LAN 연결의 컨
피그레이션을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SoL 연결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SoL 정책을 구현할 경우 IPMI 프로필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려면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하고 서비스 프로필을 서버에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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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Serial over LAN)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erial over LAN Policies(SoL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erial over LAN
Policy(SoL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Serial over LAN Policy(SoL 정책 생성) 마법사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정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wner(소유자)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Local(로컬)—이 정책은 이 Cisco UCS domain의 서비스 프로
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Pending Global(보류 중 전역)—이 정책에 대한 제어가 Cisco
UCS Central로 전송되는 중입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이 정책
은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된 모든 Cisco UCS domains에서
사용 가능해집니다.
• Global(전역)—이 정책은 Cisco UCS Central에서 관리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변경은 Cisco UCS Central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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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Serial over LAN State(SoL 상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필드
• Disable—SoL 액세스가 차단됩니다.
• Enable—SoL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Speed(속도) 드롭다운 목록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9600
• 19200
• 38400
• 57600
• 115200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SoL(Serial over LAN)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Serial over LAN Policies(SoL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 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 구성
서버 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
Cisco UCS Manager에서는 새 서버를 구성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이 정책을 사용합니다. 서버 자동 컨
피그레이션 정책을 만들 경우 새 서버가 시작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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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버 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의 자격 조건 심사가 서버에 대해 실행됩니다.
2 서버가 필수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서버 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에 구성된 서비스 프로필 템플
릿으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에 서버가 연결됩니다. 서버 프로필의 이름은 Cisco UCS Manager에
서 서버에 부여한 이름을 기반으로 합니다.
3 서비스 프로필은 서버 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에 구성된 조직에 지정됩니다.

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 생성
시작하기 전에
이 정책은 이미 시스템에 다음 리소스가 하나 이상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 조직 - 시스템에서 멀티테넌시를 구현하는 경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ies(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utoconfig Policies(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6

Create Autoconfiguration Policy(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
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정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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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Qualification(자격 조건) 드롭다 이 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과 연결된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운 목록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에 지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새 서버가 검색
될 경우 Cisco UCS는 Service Profile Template Name(서비스 프로
필 템플릿 이름) 드롭다운 목록에 선택된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프로필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서버와 연
결합니다.
Org(조직) 드롭다운 목록

이 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과 연결된 조직.
Cisco UCS에서 서버와 연결할 서비스 템플릿을 자동으로 생성할
경우 서비스 프로필은 이 필드에 선택된 조직에 속하게 됩니다.

Service Profile Template
이 정책과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Name(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이
름) 드롭다운 목록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ies(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utoconfig Policies(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삭제할 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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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검색 정책 구성
서버 검색 정책
이 검색 정책은 새 서버를 추가할 경우의 시스템 응답을 결정합니다. 서버 검색 정책을 만들 경우, 서
버가 섀시에 추가될 때 고급 검색을 수행하는지 여부 또는 사용자가 먼저 새 서버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검색을 수행합니다.
서버 검색 정책을 만들 경우 새 서버가 시작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1 서버 검색 정책의 자격 조건 심사가 서버에 대해 실행됩니다.
2 서버가 필요한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에 다음을 적용합니다.
• 작업에 대해 선택된 옵션에 따라 즉시 새 서버를 검색하거나 사용자가 새 서버를 승인할 때
까지 기다립니다.
• 서버에 스크럽 정책 적용

중요

Cisco UCS Manager Release 2.2(4)에서는 블레이드 서버가 블록 크기 4K인 드라이브를 지원하지
않지만 랙 마운트 서버는 그러한 드라이브를 지원합니다. 블록 크기가 4K인 드라이브가 블레이
드 서버에 삽입되면 검색이 실패하고 다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Unable to get Scsi Device Information from the system
이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1 4K 드라이브를 제거합니다.
2 서버를 재승인합니다.
참고: 서버를 재승인하면 서버가 재부팅하므로 서비스 손실이 발생합니다.

서버 검색 정책 생성
시작하기 전에
이 정책을 서버 풀과 연결할 계획이라면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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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ies(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Server Discovery Policies(서버 검색 정책)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테이블 아이콘 모음의 + 아이콘을 클릭하여 Create Server Discovery Policy(서버 검색 정책 생성) 대
화 상자를 엽니다.

단계 6

Description(설명) 필드에 검색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단계 7

Action(작업) 필드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Immediate(즉시)—Cisco UCS Manager에서 자동으로 새 서버 검색을 시도합니다.
• User Acknowledged(사용자 승인)—Cisco UCS Manager는 새 서버를 검색하라는 사용자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이 정책을 서버 풀과 연결하려면 Qualification(자격 조건) 드롭다운 목록에서 서버 풀 정
책 자격 조건을 선택합니다.

단계 9

(선택 사항) 스크럽 정책을 포함하려면 Scrub Policy(스크럽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정책을 선택합
니다.

단계 10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서버 검색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 및/또는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서버 검색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ies(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Server Discovery Policies(서버 검색 정책)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삭제할 서버 검색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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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상속 정책 구성
서버 상속 정책
이 정책은 서버 검색 프로세스에서 서버를 위한 서비스 프로필을 만들 때 호출됩니다. 이 정책으로부
터 만들어진 모든 서비스 프로필은 제조 시 블레이드에 번인된 값을 사용합니다. 이 정책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서버의 인벤토리 분석
• 구성된 경우 선택된 조직에 서버 지정
• 제조 시 서버에 번인된 ID를 사용하여 서버를 위한 서비스 프로필 생성
이 정책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프로필을 다른 서버에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서버 상속 정책 생성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와 같은 VIC 어댑터가 있는 블레이드 서버 또는 랙 마운트 서
버는 제조 시 서버 하드웨어에 서버 ID 값이 번인(burn-in)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댑터의 ID는 기본
풀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기본 풀이 포함하는 항목이 서버에 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프로필 연결이 실패하고 컨피그레이션 오류가 표시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ies(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Server Inheritance Policies(서버 상속 정책)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6

Create Server Inheritance Policy(서버 상속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정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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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Description(설명) 필드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ualification(자격 조건) 드롭다 이 정책을 특정 서버 풀 하나 이상과 연결하려면 이 풀을 식별하는
운 목록
서버 풀 자격 조건 정책을 선택합니다.
Org(조직) 드롭다운 목록

단계 7

어떤 조직을 이 정책과 연결하려는 경우 또는 현재 연결을 변경하
려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에서 조직을 선택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버 상속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ies(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Server Inheritance Policies(서버 상속 정책)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삭제할 서버 상속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 풀 정책 구성
서버 풀 정책
이 정책은 서버 검색 프로세스에서 호출됩니다.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에 따라 서버가 정책에 지정
된 대상 풀과 매칭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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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둘 이상의 풀에서 조건을 충족하고 이 풀에 서버 풀 정책이 있을 경우 서버는 모든 풀에 추가
됩니다.

서버 풀 정책 생성
시작하기 전에
이 정책은 이미 시스템에 다음 리소스가 하나 이상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최소한 1개의 서버 풀
•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 서버가 자동으로 풀에 추가되는 것을 선택할 경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erver Pool Policies(서버 풀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erver Pool Policy(서
버 풀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Server Pool Policy(서버 풀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정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rget Pool(대상 풀) 드롭다운
목록

이 정책을 서버 풀과 연결하려면 드롭다운 목록에서 풀을 선택합
니다.

Qualification(자격 조건) 드롭다 이 정책을 특정 서버 풀 하나 이상과 연결하려면 이 풀을 식별하는
운 목록
서버 풀 자격 조건 정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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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버 풀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Server Pool Policies(서버 풀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구성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이 정책은 검색 프로세스에 수행된 서버 인벤토리에 따라 서버를 심사합니다. 자격 조건은 서버가 선
택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책에 구성하는 개별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풀에
서 서버의 최소 메모리 용량을 지정하는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서버 풀 정책뿐 아니라 서버를 배치하는 다른 정책에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버가 자격 조건 정책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하나 이상의 서버 풀에 추가되거나 서비스 프로필이 자
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서버를 심사하기 위해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댑터 유형
• 섀시 위치
• 메모리 유형 및 컨피그레이션
• 전력 그룹
• CPU 코어, 유형, 컨피그레이션
•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 및 용량
• 서버 모델
구현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정책과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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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컨피그레이션 정책
• 섀시 검색 정책
• 서버 검색 정책
• 서버 상속 정책
• 서버 풀 정책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erver Pool Policy Qualifications(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erver Pool Policy Qualification(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Server Pool Policy Qualification(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생성) 대화 상자에서 정책에 대한 고
유한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어댑터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서버 자격을 확인하는 데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
행합니다.
a) Create Adapter Qualifications(어댑터 자격 조건 생성)를 클릭합니다.
b) Create Adapter Qualifications(어댑터 자격 조건)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Type(유형) 드롭다운 목록

어댑터 유형.
어댑터 자격 조건을 저장했으면 이 유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PID 필드

어댑터 PID가 매칭해야 하는 정규식.

Maximum Capacity(최대 용량) 선택된 유형의 최대 용량.
필드
용량을 지정하려면 select(선택)를 선택하고 원하는 최대 용량을
입력합니다. 1 ~ 65535의 정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7

(선택 사항) 물리적으로 위치한 섀시에 따라 서버 자격을 확인하는 데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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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eate Chassis/Server Qualifications(섀시/서버 자격 조건 생성)를 클릭합니다.
b) Create Chassis and Server Qualifications(섀시 및 서버 자격 조건 생성) 대화 상자의 Chassis
Qualifications(섀시 자격 조건) 영역에서 사용할 섀시의 범위를 지정하려면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
다.
• First Chassis ID(첫 섀시 ID) 필드—이 정책과 연결된 서버 풀이 가져올 수 있는 1번째 섀시
ID.
• Number of Chassis(섀시 수) 필드—풀에 포함할 수 있는 총 섀시 수. First Chassis ID 필드의
값을 시작으로 합니다.

예제:

예를 들어 섀시 5, 6, 7, 8을 사용하려면 First Chassis ID(첫 섀시 ID) 필드에 5를, Number of Chassis(섀
시 수) 필드에 4를 입력합니다. 섀시 3만 사용하려면 First Chassis ID(첫 섀시 ID) 필드에 3을,
Number of Chassis(섀시 수) 필드에 1을 입력합니다.
팁
섀시 5, 6, 9를 사용하려는 경우 범위 5 ~ 6에 대한 섀시/서버 자격 조건을, 섀시 9에 대한 또
다른 자격 조건을 생성합니다. 필요한 만큼 섀시/서버 자격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물리적으로 위치한 섀시 및 슬롯에 따라 서버 자격을 확인하는 데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reate Chassis/Server Qualifications(섀시/서버 자격 조건 생성)를 클릭합니다.
b) Create Chassis and Server Qualifications(섀시 및 서버 자격 조건 생성) 대화 상자의 Chassis
Qualifications(섀시 자격 조건) 영역에서 사용할 섀시의 범위를 지정하려면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
다.
• First Chassis ID(첫 섀시 ID) 필드—이 정책과 연결된 서버 풀이 가져올 수 있는 1번째 섀시
ID.
• Number of Chassis(섀시 수) 필드—풀에 포함할 수 있는 총 섀시 수. First Chassis ID 필드의
값을 시작으로 합니다.
c) Server Qualifications(서버 자격 조건) 테이블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d) Create Server Qualifications(서버 자격 조건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하여 사용할
서버 위치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 First Slot ID(1번째 슬롯 ID) 필드—이 정책과 연결된 서버 풀이 가져올 수 있는 1번째 슬롯
ID.
• Number of Slots(슬롯 수) 필드—이 정책과 연결된 서버 풀이 가져올 수 있는 슬롯의 총 개수.
e) Finish Stage(단계 마침)를 클릭합니다.
f) 다른 슬롯 범위를 추가하려면 Add(추가)를 클릭하고 d 및 e 단계를 반복합니다.
g) 슬롯 범위 지정을 완료하면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단계 9

(선택 사항) 메모리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서버 자격을 확인하는 데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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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eate Memory Qualifications(메모리 자격 조건 생성)를 생성합니다.
b) Create Memory Qualifications(메모리 자격 조건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Clock 필드

필요한 최소 클록 속도(megahertz).

Latency 필드

최대 허용 레이턴시(나노초)

Min Cap(최소 한도) 필드

최소 필요 메모리 용량(메가바이트).

Max Cap(최대 한도) 필드

최대 허용 메모리 용량(메가바이트).

Width 필드

데이터 버스의 최소 폭.

Units(단위) 필드

Width 필드의 값과 연결되는 측정 단위.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선택 사항) CPU/코어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서버 자격을 확인하는 데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reate CPU/Cores Qualifications(CPU/코어 자격 조건 생성)를 클릭합니다.
b) Create CPU/Cores Qualifications(CPU/코어 자격 조건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
다.
이름

설명

Processor Architecture(프로세 이 정책을 적용할 CPU 아키텍처.
서 아키텍처) 드롭다운 목록
PID 필드

프로세서 PID가 매칭해야 하는 정규식.

Min Number of Cores(최소 코 필요한 CPU 코어의 최소 개수
어 수) 필드
용량을 지정하려면 select(선택)를 선택하고 해당 텍스트 필드에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Max Number of Cores(최대 코 허용된 CPU 코어의 최대 개수.
어 수) 필드
용량을 지정하려면 select(선택)를 선택하고 해당 텍스트 필드에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Min Number of Threads(최소
스레드 수)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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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Max Number of Threads(최대 허용된 CPU 스레드의 최대 개수.
스레드 수) 필드
용량을 지정하려면 select(선택)를 선택하고 해당 텍스트 필드에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CPU Speed(CPU 속도) 필드

필요한 최소 CPU 속도.
용량을 지정하려면 select(선택)를 선택하고 최소 CPU 속도를
입력합니다.

CPU Stepping(CPU 스테핑) 필 필요한 최소 CPU 버전.
드
용량을 지정하려면 select(선택)를 선택하고 최대 CPU 속도를
입력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1 (선택 사항)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 및 용량에 따라 서버 자격을 확인하는 데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reate Storage Qualifications(스토리지 자격 조건 생성)를 생성합니다.
b) Create Storage Qualifications(스토리지 자격 조건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Diskless(디스크리스) 필드

사용 가능 스토리지가 디스크리스여야 하는지 여부. 다음 중 하
나일 수 있습니다.
• Unspecified(미지정)—둘 중 어느 쪽도 가능합니다.
• Yes(예)—스토리지가 디스크리스여야 합니다.
• No(아니요)—스토리지가 디스크리스여서는 안 됩니다.

Number of Blocks(블록 수) 필
드

필요한 최소 블록 수.

Block Size(블록 크기) 필드

필요한 최소 블록 크기(바이트).

용량을 지정하려면 select(선택)를 선택하고 블록 수를 입력합니
다.

용량을 지정하려면 select(선택)를 선택하고 블록 크기를 입력합
니다.
Min Cap(최소 한도) 필드

서버의 모든 디스크를 포괄한 최소 스토리지 용량(메가바이트).
용량을 지정하려면 select(선택)를 선택하고 최소 스토리지 용량
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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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Max Cap(최대 한도) 필드

허용되는 스토리지 최대 용량(메가바이트).
용량을 지정하려면 select(선택)를 선택하고 최대 스토리지 용량
을 입력합니다.

Per Disk Cap(디스크별 한도)
필드

디스크당 필요한 최소 스토리지 용량(기가바이트).

Units(단위) 필드

단위 수.

용량을 지정하려면 select(선택)를 선택하고 각 디스크의 최소
용량을 입력합니다.

용량을 지정하려면 select(선택)를 선택하고 원하는 단위를 입력
합니다.
Number of Flex Flash
FlexFlash 카드의 수.
Cards(FlexFlash 카드 수) 필드
용량을 지정하려면 select(선택)를 선택하고 원하는 단위를 입력
합니다.
Disk Type(디스크 유형) 필드

디스크 유형.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Unspecified(미지정)—둘 중 어느 디스크 유형도 가능합니
다.
• HDD—디스크는 HDD여야 합니다.
• SSD—디스크는 SSD(SATA 또는 SAS)여야 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2 서버 모델에 따라 서버 자격을 확인하는 데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reate Server PID Qualifications(서버 PID 자격 조건 생성)를 클릭합니다.
b) Create Server PID Qualifications(서버 PID 자격 조건 생성) 대화 상자의 PID 드롭다운 목록에서
서버 모델의 PID를 선택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3 (선택 사항) 전력 그룹에 따라 서버 자격을 확인하는 데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reate Power Group Qualifications(전력 그룹 자격 조건 생성)를 클릭합니다.
b) Create Power Group Qualifications(전력 그룹 자격 조건 생성) 대화 상자의 Power Group(전력 그
룹) 드롭다운 목록에서 전력 그룹을 선택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4 (선택 사항) 연결된 서버 풀에 추가할 수 있는 랙 마운트 서버의 자격을 확인하는 데 이 정책을 사용
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reate Rack Qualifications(랙 자격 조건 생성)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518

서버 관련 정책 구성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삭제

b) Create Rack Qualifications(랙 자격 조건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First Slot ID(1번째 슬롯 ID) 필 이 정책과 연결된 서버 풀이 가져올 수 있는 1번째 랙 마운트 서
드
버 슬롯 ID.
Number of Slots(슬롯 수) 필드 이 정책과 연결된 서버 풀이 가져올 수 있는 랙 마운트 서버 슬
롯의 총 개수.

단계 15 테이블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합니다.
단계 1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Server Pool Policy Qualifications(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 자격 조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에서 자격 조건 삭제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 모음을 삭제하여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을 수정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Server Pool Policy Qualifications(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수정할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Qualifications(자격 조건) 탭을 선택합니다.

단계 6

자격 조건 모음을 삭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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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테이블에서 해당 자격 조건 모음의 행을 선택합니다.
b) 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7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vNIC/vHBA 배치 정책 구성
vNIC/vHBA 배치 정책
vNIC/vHBA 배치 정책은 다음 항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연결(vCon)이 서버의 물리적 어댑터에 매핑되는 방식.
• 각 vCon에 지정할 수 있는 vNIC 또는 vHBA 유형.
각 vNIC/vHBA 배치 정책은 4개의 vCon을 포함하며, 이는 물리적 어댑터의 가상 표현입니다.
vNIC/vHBA 배치 정책이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되고 서비스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될 경우 vNIC/vHBA
배치 정책의 vCon은 물리적 어댑터에 지정되고 vNIC 및 vHBA는 이 vCon에 지정됩니다.
하나의 어댑터를 갖는 블레이드 또는 랙 서버의 경우 Cisco UCS가 모든 vCon을 그 어댑터에 지정합
니다. 4개의 어댑터를 갖는 서버의 경우 Cisco UCS는 vCon1을 Adapter1에, vCon2를 Adapter2에, vCon3
를 Adapter3에, vCon4를 Adapter4에 지정합니다.
어댑터 2개 또는 3개를 포함하는 블레이드 또는 랙 서버의 경우 Cisco UCS에서 서버 유형 및 선택된
가상 슬롯 매핑 체계(Round Robin 또는 Linear Ordered)에 따라 vCon을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매
핑 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on-어댑터 배치, 521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Cisco UCS는 vCon을 지정한 다음 각 vCon의 Selection Preference(선택 환경 설정)에 따라 vNIC 및
vHBA를 지정합니다. 이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ll(모두)—구성된 모든 vNIC 및 vHBA를 vCon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지정되었든,
지정되지 않았든, 동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는 기본값입니다.
• Assigned Only(지정된 것만)—vNIC 및 vHBA가 vCon에 명시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또는 vNIC나 vHBA의 속성을 통해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Exclude Dynamic(동적 제외)—동적 vNIC 및 vHBA는 vCon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vCon은 지정
되지 않든 명시적으로 지정되든 상관없이 모든 고정 vNIC 및 vHBA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clude Unassigned(미지정 제외)—지정되지 않은 vNIC 및 vHBA는 vCon에 지정할 수 없습니
다. The vCon은 동적 vNIC 및 vHBA에 그리고 명시적으로 지정된 고정 vNIC 및 vHBA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clude usNIC(usNIC 제외)—Cisco usNIC는 vCon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vCon은 그 밖의 구성
된 모든 vNIC 및 vHBA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지정되었든, 지정되지 않았든, 동적
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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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clude usNIC로 설정된 vCon에 명시적으로 지정된 SRIOV usNIC는 계속 그
vCon에 지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vNIC/vHBA 배치 정책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기본적으로
Round Robin vCon 매핑 체계 및 All vNIC/vHBA 선택 환경 설정을 사용하며 각 어댑터의 기능 및 상
대적 용량에 따라 어댑터에 vNIC 및 vHBA를 분배합니다.

vCon-어댑터 배치
Cisco UCS는 서비스 프로필의 모든 vCon을 서버의 물리적 어댑터에 매핑합니다. 이 매핑이 수행되는
방식 및 vCon이 서버의 특정 어댑터에 지정되는 방식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서버 유형. 2개의 어댑터 카드가 있는 N20-B6620-2 및 N20-B6625-2 블레이드 서버는 지원되는
다른 랙 또는 블레이드 서버와 다른 매핑 체계를 사용합니다.
• 서버에 있는 어댑터 수.
• vNIC/vHBA 배치 정책의 가상 슬롯 매핑 체계 설정(해당되는 경우).
vNIC 및 vHBA를 vCon에 지정하기 위해 vNIC/vHBA 선택 환경 설정을 구성할 때 이 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vCon-어댑터 배치는 어댑터의 PCIE 슬롯 번호와 상관없습니다. vCon 배치에 쓰이는 어댑터 번호
는 어댑터의 PCIE 슬롯 번호가 아니라 서버 검색 중에 지정된 ID입니다.

N20-B6620-2 및 N20-B6625-2 블레이드 서버의 vCon-어댑터 배치
N20-B6620-2 및 N20-B6625-2 블레이드 서버에서는 두 어댑터의 번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정되
지만 vCon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정됩니다. 이 블레이드 서버 중 하나에 단일 어댑터가 있을 경우
Cisco UCS는 그 어댑터에 모든 vCon을 지정합니다. 서버에 2개의 어댑터가 있을 경우 vCon 지정은
가상 슬롯 매핑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Round Robin—Cisco UCS는 vCon2 및 vCon4를 Adapter1에, vCon1 및 vCon3를 Adapter2에 지정
합니다. 이는 기본값입니다.
• Linear Ordered(선형 순서)—Cisco UCS는 vCon3 및 vCon4를 Adapter1에, vCon1 및 vCon2를
Adapter2에 지정합니다.

지원되는 기타 서버를 위한 vCon-어댑터 배치
N20-B6620-2 및 N20-B6625-2 블레이드 서버 외에 Cisco UCS에서 지원하는 기타 서버의 경우 vCon
지정은 서버의 어댑터 수 및 가상 슬롯 매핑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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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어댑터를 갖는 블레이드 또는 랙 서버의 경우 Cisco UCS가 모든 vCon을 그 어댑터에 지정합
니다. 4개의 어댑터를 갖는 서버의 경우 Cisco UCS는 vCon1을 Adapter1에, vCon2를 Adapter2에, vCon3
를 Adapter3에, vCon4를 Adapter4에 지정합니다.
2개 또는 3개의 어댑터를 갖는 블레이드 또는 랙 서버에서는 Cisco UCS가 선택된 가상 슬롯 매핑 체
계에 따라 vCon을 지정합니다.
표 11: Round - Robin 매핑 체계를 사용한 vCon-어댑터 배치

어댑터 수

vCon1 지정

vCon2 지정

vCon3 지정

vCon4 지정

1

Adapter1

Adapter1

Adapter1

Adapter1

2

Adapter1

Adapter2

Adapter1

Adapter2

3

Adapter1

Adapter2

Adapter3

Adapter2

4

Adapter1

Adapter2

Adapter3

Adapter4

Round Robin이 기본 매핑 체계입니다.
표 12: Linear Ordered 매핑 체계를 사용한 vCon-어댑터 배치

참고

어댑터 수

vCon1 지정

vCon2 지정

vCon3 지정

vCon4 지정

1

Adapter1

Adapter1

Adapter1

Adapter1

2

Adapter1

Adapter1

Adapter2

Adapter2

3

Adapter1

Adapter2

Adapter3

Adapter3

4

Adapter1

Adapter2

Adapter3

Adapter4

Cisco UCS B440 M2 Blade Server의 두 어댑터와 함께 vCon 정책을 사용할 경우 다음 매핑에 유의
합니다.
• vCon 2-Adapter1이 처음으로 매핑됩니다.
• vCon 1-Adapter2가 제2 ZXA Q를 매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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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IC/vHBA-vCon 지정
Cisco UCS Manager에서는 vNIC/vHBA 배치 정책을 통해 vCon에 vNIC 및 vHBA를 지정하는 2가지 옵
션을 제공합니다. 명시적 지정과 묵시적 지정입니다.
vNIC 및 vHBA 명시적 지정
명시적 지정에서는 vCon을 지정하고 vNIC 또는 vHBA를 지정할 어댑터를 지정합니다. 서버의 어댑
터에 vNIC 및 vHBA를 배포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할 때 이 지정 옵션을 사용합니다.
명시적 지정을 위해 vCon 및 관련 vNIC 및 vHBA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vCon 컨피그레이션을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vNIC/vHBA 배치 정책을 통해 또는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서 vCo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vCon이 All에 대해 구성된 경우
그 vCon에 vNIC 또는 vNBA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vCon에 vNIC 및 vHBA를 지정합니다. vNIC 또는 vHBA의 가상 호스트 인터페이스 배치 속성을
통해 혹은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서 이와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vNIC 또는 vHBA의 유형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vCon에 해당 vNIC 또는 vHBA를 지정하려고 하
면 Cisco UCS Manager에서는 컨피그레이션 오류를 알리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연결 과정에서 Cisco UCS Manager는 서버의 물리적 어댑터 수 및 기능과 비교하여 구
성된 vNIC 및 vHBA 배치를 검증한 다음 정책의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vNIC 및 vHBA를 지정합니다.
로드 분배는 이 정책에 구성된 vCon 및 어댑터에 대한 명시적 지정을 토대로 합니다.
어댑터가 vNIC 또는 vHBA 하나 이상의 지정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
스 프로필에 대한 오류를 표시합니다.
vNIC 및 vHBA 묵시적 지정
묵시적 지정에서는 Cisco UCS Manager가 어댑터 기능 및 그 상대적 용량에 따라 vCon을 결정하고
vNIC 또는 vHBA가 지정될 어댑터를 결정합니다. vNIC 또는 vHBA가 지정될 어댑터가 시스템 컨피
그레이션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이 지정 옵션을 사용합니다.
묵시적 지정을 위해 vCon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vCon 컨피그레이션을 All, Exclude Dynamic 또는 Exclude Unassigned로 설정합니다. vNIC/vHBA
배치 정책을 통해 또는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서 vCo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vCon 컨피그레이션을 Assigned Only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묵시적 지정은 이 설정에서 불가
합니다.
• vCon에 vNIC 또는 vHBA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서비스 프로필 연결 과정에서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버이 있는 물리적 어댑터의 수 및 기능을
확인하고 그에 알맞게 vNIC 및 vHBA를 지정합니다. 로드 분배는 어댑터의 기능을 토대로 하며, vNIC
및 vHBA 배치는 시스템에서 결정한 실제 순서에 따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댑터가 다른 어댑
터보다 많은 vNIC를 수용할 수 있다면 이 어댑터에 더 많은 vNIC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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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가 해당 서버에 대해 구성된 vNIC 및 vHBA 개수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
서는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오류를 표시합니다.
듀얼 어댑터 환경에서 vNIC의 묵시적 지정
각 슬롯에 어댑터 카드가 있는 듀얼 슬롯 서버에 대해 묵시적 vNIC 지정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Cisco UCS Manager에서는 다음과 같이 vNIC/vHBA를 지정합니다.
• 서버의 양쪽 슬롯에 있는 어댑터가 동일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vNIC의 절반 및 vHBA
의 절반을 각 어댑터에 지정합니다.
• 서버에 비 VIC 어댑터와 vIC 어댑터가 하나씩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비 VIC 어댑
터에 2개의 vNIC 및 2개의 vHBA를, VIC 어댑터에는 나머지 vNIC 및 vHBA를 지정합니다.
• 서버에 서로 다른 두 VIC 어댑터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두 어댑터의 상대적 기
능에 따라 비례적으로 vNIC 및 vHBA를 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Cisco UCS Manager에서 지원되는 어댑터 카드의 여러 조합에서 vNIC 및 vHBA를 지
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보여줍니다.
• 4개의 vNIC를 구성하려 하고 서버에 2개의 Cisco UCS M51KR-B Broadcom BCM57711 어댑터
(각각 vNIC 2개)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각 어댑터에 2개의 vNIC를 지정합니다.
• 50개의 vNIC를 구성하려 하고 서버에 Cisco UCS CNA M72KR-E 어댑터(vNIC 2개) 및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 어댑터(vNIC 128개)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Cisco
UCS CNA M72KR-E 어댑터에 2개의 vNIC를,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 어댑터에
48개를 지정합니다.
• 150개의 vNIC를 구성하려 하고 서버에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 어댑터(vNIC 128
개) 및 Cisco UCS VIC-1240 Virtual Interface Card 어댑터(vNIC 256개)가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 어댑터에 50개, Cisco UCS VIC-1240
Virtual Interface Card 어댑터에 100개를 지정합니다.

참고

이 묵시적 지정의 예외는 패브릭 페일오버를 위해 vNIC를 구성할 경우 및 서버를 위해 동적 vNIC
를 구성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vNIC 패브릭 페일오버를 포함하되 어댑터 하나가 vNIC 페일오버를 지원하지 않는 컨피그레이션에
서는 Cisco UCS Manager가 패브릭 페일오버가 활성화된 모든 vNIC를 이를 지원하는 어댑터에 지정
합니다. 컨피그레이션이 패브릭 페일오버가 구성된 vNIC만 포함할 경우 이를 지원하지 않는 어댑터
에는 vNIC를 묵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vNIC는 패브릭 페일오버가 구성되었고 다른 vNIC
는 그렇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위 비율에 따라 모든 페일오버 vNIC를 이를 지원하는
어댑터에, 지원하지 않는 어댑터에는 최소한 1개의 비 페일오버 vnIC를 지정합니다.
동적 vNIC를 포함하는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동일한 묵시적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Cisco UCS Manager
에서는 모든 동적 vNIC를 이를 지원하는 어댑터에 지정합니다. 그러나 동적 vNIC와 고정 vNIC가 섞
여 있을 경우 동적 vNIC를 지원하지 않는 어댑터에 최소한 1개의 고정 vNIC가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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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IC/vHBA 배치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vNIC/vHBA Placement Policies(vNIC/vHBA 배치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Placement Policy(배치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Placement Policy(배치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이 배치 정책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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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Virtual Slot Mapping
Scheme(가상 슬롯 매핑 체계)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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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Cisco UCS에서는 서버의 PCIe 어댑터 카드에 가상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 커넥터(vCon)를 지정합니다. 각 vCon은 vNIC 및 vHBA
에 지정할 수 있는 물리적 어댑터의 가상 표현입니다.
하나의 어댑터를 갖는 블레이드 또는 랙 서버의 경우 Cisco UCS
가 모든 vCon을 그 어댑터에 지정합니다. 4개의 어댑터를 갖는
서버의 경우 Cisco UCS는 vCon1을 Adapter1에, vCon2를 Adapter2
에, vCon3를 Adapter3에, vCon4를 Adapter4에 지정합니다.
2개 또는 3개의 어댑터를 갖는 블레이드 또는 랙 서버에서는
Cisco UCS가 선택된 가상 슬롯 매핑 체계에 따라 vCon을 지정
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Round Robin— 어댑터 카드가 2개인 서버에서 Cisco UCS
는 vCon1 및 vCon3를 Adapter1에 지정한 다음 vCon2 및
vCon4를 Adapter2에 지정합니다.
어댑터 카드가 3개인 서버에서 Cisco UCS는 vCon1을
Adapter1에, vCon2 및 vCon4를 Adapter2에, vCon3를 Adapter3
에 지정합니다.
이는 기본 체계입니다.
• Linear Ordered(선형 순서)— 어댑터 카드가 2개인 서버에
서 Cisco UCS는 vCon1 및 vCon2를 Adapter1에 지정한 다음
vCon3 및 vCon4를 Adapter2에 지정합니다.
어댑터 카드가 3개인 서버에서 Cisco UCS는 vCon1을
Adapter1에, vCon2를 Adapter2에 지정한 다음 vCon3 및
vCon4를 Adapter3에 지정합니다.
참고

N20-B6620-2 및 N20-B6625-2 블레이드 서버에서는 두
어댑터의 번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정되지만 vCon
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정됩니다. 이 블레이드 서버
중 하나에 단일 어댑터가 있을 경우 Cisco UCS는 그 어
댑터에 모든 vCon을 지정합니다. 서버에 2개의 어댑터
가 있을 경우 vCon 지정은 가상 슬롯 매핑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Round Robin—Cisco UCS는 vCon2 및 vCon4를
Adapter1에, vCon1 및 vCon3를 Adapter2에 지정합
니다. 이는 기본값입니다.
• Linear Ordered(선형 순서)—Cisco UCS는 vCon3
및 vCon4를 Adapter1에, vCon1 및 vCon2를 Adapter2
에 지정합니다.

Cisco UCS는 vCon을 지정한 다음 각 vCon의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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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Preference(선택 환경 설정)에 따라 vNIC 및 vHBA를 지정합니
다.

b) 각 가상 슬롯의 Selection Preference(선택 환경 설정) 열 열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ll(모두)—구성된 모든 vNIC 및 vHBA를 vCon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지정되었
든, 지정되지 않았든, 동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는 기본값입니다.
• Assigned Only(지정된 것만)—vNIC 및 vHBA가 vCon에 명시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서
비스 프로필 또는 vNIC나 vHBA의 속성을 통해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Exclude Dynamic(동적 제외)—동적 vNIC 및 vHBA는 vCon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vCon은
지정되지 않든 명시적으로 지정되든 상관없이 모든 고정 vNIC 및 vHBA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Exclude Unassigned(미지정 제외)—지정되지 않은 vNIC 및 vHBA는 vCon에 지정할 수 없습
니다. The vCon은 동적 vNIC 및 vHBA에 그리고 명시적으로 지정된 고정 vNIC 및 vHBA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clude usNIC(usNIC 제외)—Cisco usNIC는 vCon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vCon은 그 밖의 구
성된 모든 vNIC 및 vHBA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지정되었든, 지정되지 않았든,
동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참고

Exclude usNIC로 설정된 vCon에 명시적으로 지정된 SRIOV usNIC는 계속 그 vCon
에 지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vNIC/vHBA 배치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vNIC/vHBA Placement Policies(vNIC/vHBA 배치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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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on에 명시적으로 vNIC 지정
시작하기 전에
vNIC/vHBA 배치를 통해 또는 서비스 프로필에서 다음 값 중 하나로 vCon을 구성합니다.
• Assigned Only
• Exclude Dynamic
• Exclude Unassigned
vCon이 All에 대해 구성된 경우 그 vCon에 vNIC 또는 vNBA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그리 강력한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vCon에 명시적으로 지정하려는 vNIC의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ervice_Profile_Name > vNICs를 확장합니다.

단계 5

vCon에 명시적으로 지정하려는 vNIC를 클릭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Virtual Host Interface Placement(가상 호스트 인터페이스 배치) 섹션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Desired Placement(원하는 배치) vNIC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연결(vCon).
드롭다운 목록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ny(모두)—Cisco UCS Manager에서 vNIC가 지정될 vCon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vNIC를 vCon1에 명시적으로 지정합니다.
• 2—vNIC를 vCon2에 명시적으로 지정합니다.
• 3—vNIC를 vCon3에 명시적으로 지정합니다.
• 4—vNIC를 vCon4에 명시적으로 지정합니다.
Actual Assignment(실제 지정)
필드

서버 vNIC의 실제 vCon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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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vNIC의 유형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vCon에 해당 vNIC를 지정하려고 하면 Cisco UCS Manager에
서는 컨피그레이션 오류를 알리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합니다. 다른 vCon에 vNIC를 지정하거나 서비
스 프로필에서 vCon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해야 합니다.
단계 8

단계 9

Order(순서) 섹션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Desired Order(원하는 순서) 필
드

vNIC에 대한 사용자 지정 PCI 순서.

Actual Order(실제 순서) 필드

서버 vNIC의 실제 PCI 순서.

0 ~ 128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하나의 서버에 대해 128개보다 많은
vNIC를 만들 수 없습니다.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vCon에 명시적으로 vHBA 지정
시작하기 전에
vNIC/vHBA 배치를 통해 또는 서비스 프로필에서 다음 값 중 하나로 vCon을 구성합니다.
• Assigned Only
• Exclude Dynamic
• Exclude Unassigned
vCon이 All에 대해 구성된 경우 그 vCon에 vNIC 또는 vNBA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그리 강력한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vCon에 명시적으로 지정하려는 vHBA의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ervice_Profile_Name > vHBAs를 확장합니다.

단계 5

vCon에 명시적으로 지정하려는 vHBA를 클릭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Virtual Host Interface Placement(가상 호스트 인터페이스 배치) 섹션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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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설명

Desired Placement 필드

vHBA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연결(vCon).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ny(모두)—Cisco UCS Manager에서 vHBA
가 지정될 vCon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vHBA를 vCon1에 명시적으로 지정합니
다.
• 2—vHBA를 vCon2에 명시적으로 지정합니
다.
• 3—vHBA를 vCon3에 명시적으로 지정합니
다.
• 4—vHBA를 vCon4에 명시적으로 지정합니
다.

Actual Assignment(실제 지정) 필드

서버 vHBA의 실제 vCon 지정.

어떤 vHBA의 유형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vCon에 해당 vHBA를 지정하려고 하면 Cisco UCS Manager
에서는 컨피그레이션 오류를 알리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합니다. 다른 vCon에 vHBA를 지정하거나
서비스 프로필에서 vCon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해야 합니다.
단계 8

Order(순서) 섹션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Desired Order(원하는 순서) 필드

vNIC에 대한 사용자 지정 PCI 순서.
0 ~ 128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하나의 서버
에 대해 128개보다 많은 vNIC를 만들 수 없습니
다.

Actual Order(실제 순서) 필드

단계 9

서버 vNIC의 실제 PCI 순서.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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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vNIC 앞에 고정 vNIC 배치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는 고정 vNIC 및 vHBA가 PCIe 버스에서 동적 vNIC의 앞에 와야 합니다. 고정
vNIC는 고정 vNIC 및 vHBA를 모두 가리킵니다. Cisco UCS Manager Release 2.1에서는 고정 및 동적
vNIC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UCS Manager Release 2.1로 업그레이드한 후 기존 서비스 프로필(Cisco UCS Manager Release
2.1 이전 릴리스에서 정의된 프로필)에 변경이 없을 경우 vNIC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 Cisco UCS Manager Release 2.1로 업그레이드한 후 vNIC 관련 변경이 있으면 vNIC 맵의 순서가
바뀝니다. 따라서 모든 동적 vNIC가 고정 vNIC의 뒤로 갑니다.
• Cisco UCS Manager Release 2.1에서 새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의 경우 고정 vNIC가 항상 동적
vNIC의 앞에 옵니다.
• 위와 같은 동작은 고정 또는 동적 vNIC를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순서와 상관없습니다.
• SRIOV 지원 서비스 프로필의 경우 UCSM은 vNIC Physical Function(PF)을 Virtual Function(VF)
의 앞에 배치합니다. 그러면 VF가 PCIe 버스에서 상위 PF vNIC에 가까워지고 VF에 대한 BDF
순서가 연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
Cisco UCS Manager Release 2.0의 시작 디바이스 순서:
dyn-vNIC-1 1
dyn-vNIC-2 2

Cisco UCS Manager Release 2.0의 새 디바이스 순서(고정 vNIC 2개 추가):
dyn-vNIC-1
dyn-vNIC-2
eth-vNIC-1
eth-vNIC-2

1
2
3
4

Cisco UCS Manager Release 2.1로 업그레이드한 후(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vNIC 관련 변경이 발생하기
전)
dyn-vNIC-1
dyn-vNIC-2
eth-vNIC-1
eth-vNIC-2

1
2
3
4

Cisco UCS Manager Release 2.1의 새 디바이스 순서(정책 수를 2에서 4로 변경하여 동적 vNIC 2개 추
가)
dyn-vNIC-1
dyn-vNIC-2
eth-vNIC-1
eth-vNIC-2
dyn-vNIC-3
dyn-vNIC-4

3
4
1
2
5
6

다기능 PCIe 디바이스로서의 동적 vNIC
Cisco UCS Manager Version 2.1에서는 고정 vNIC를 0-function 디바이스로 프로비저닝합니다(고정
vNIC마다 새로운 BUS). 다기능 동적 vNIC는 마지막 고정 vNIC/vHBA의 다음에 새 버스 슬롯으로부
터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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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isco UCS Manager Version 2.1은 새로운 StaticZero 모드를 지원합니다.

표 13: 버전 호환성

Cisco UCS Manager
버전 1.4
Scheme: ZeroFunction

버전 2.0
Scheme: ZeroFunction /
MultiFunction

버전 2.1
Scheme: ZeroFunction /
MultiFunction / StaticZero

고정 및 동적 vNIC 모두 Bus
[0-57], Function [0]

고정 vNIC 및 동적 vNIC가 Bus
[0-57], Function [0-7]. Bus 0,
Function 0
Bus 0, Function 7

고정 vNIC 또는 PF가 Bus [0-57],
Function [0]. SRIOV: 해당 VF는
동일한 Bus, Functions [1-255]
No-SRIOV: 동적 vNIC가 Bus
[0-57], Function [0-7]
< StaticZero Mode >

< ZeroFunction Mode >

Bus 1, Function 0
< MultiFunction Mode >
Balboa에서 업그레이드할 경우
Bus <= 57가 될 때까지 BDF 번호
를 재지정하지 않음(ZeroFunction
모드 유지).
디바이스가 58개를 초과할 경우
MultiFunction 모드로 전환합니
다.

Balboa에서 업그레이드할 경우
Bus <= 57가 될 때까지 BDF 번호
를 재지정하지 않음(ZeroFunction
모드 유지). 디바이스가 58개 또
는 플랫폼별 최대 PCIe 버스 수
를 초과하거나 SRIOV 컨피그레
이션으로 바뀌면 StaticZero 모드
로 전환합니다.
Cisco UCS Manager Version 2.0
에서 업그레이드하더라도 BDF
번호를 재지정하지 않음
(ZeroFunction / MultiFunction 모
드 유지). 디바이스가 58개 또는
플랫폼별 최대 PCIe 버스 수를
초과하거나 SRIOV 컨피그레이
션으로 바뀌면 StaticZero 모드로
전환합니다.

vNIC/vHBA 호스트 포트 배치
vNIC/vHBA가 vCON에 지정된 후에는 특정 어댑터의 호스트 포트 중 하나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배
치할 호스트 포트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거나 Cisco UCS Manager에서 자동으로 호스트 포트에
vNIC/vHBA를 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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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isco UCS VIC 1340 및 VIC 1380 어댑터를 지원하는 서버에서 vNIC/vHBA 호스트 포트 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vNIC/vHBA의 호스트 포트 배치를 통해 어댑터에서 vNIC/vHBA의 순서가 결정됩니다. 첫 호스트 포
트에 배치된 vNIC/vHBA가 처음으로 열거되고 제2 호스트 포트의 vNIC/vHBA가 뒤를 잇습니다.

호스트 포트 배치 구성
Cisco UCS VIC 1340 및 VIC 1380 어댑터를 지원하는 서버에서 vNIC에 대한 호스트 포트 배치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호스트 포트에 배치할 vNIC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4

Service_Profile_Name > vNICs > vNIC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Properties(속성) 영역의 Host Port(호스트 포트) 섹션에서 다음 중 하나를 Admin Host Port(관리 호
스트 포트)로 선택합니다.
• Any(모두)—Cisco UCS Manager에서 vNIC가 지정될 호스트 포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vNIC를 호스트 포트 1에 명시적으로 지정합니다.
• 2—vNIC를 호스트 포트 2에 명시적으로 지정합니다.
Actual Host Port(실제 호스트 포트)에서는 호스트 포트에 실제로 지정된 vNIC를 표시합니다. 이 기
능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None(없음)으로 나타납니다.

단계 7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CIMC 마운트 vMedia
Scriptable vMedia 사용
Cisco UCS Manager에서는 원격 UCS 서버에 대한 vMedia 디바이스 iso 이미지 프로비저닝을 지원합
니다. Scriptable vMedia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원격 서버에 IMG 또는 ISO 이미지를 마운
트할 수 있습니다. CIMC 마운트 vMedia는 추가적인 미디어 연결 없이 데이터 센터 내 다른 마운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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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와의 통신을 지원합니다. Scriptable vMedia를 사용하면 브라우저를 통해 직접 각 UCS 서버를 매
핑하지 않고도 가상 미디어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Scriptable vMedia는 NFS, CIFS, HTTP, HTTPS 공유 등 여러 공유 유형을 지원합니다. Scriptable
vMedia는 BIOS 컨피그레이션을 통해 활성화되며 웹 GUI 및 CLI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성됩니다.
Cisco UCS Manager Scriptable vMedia에서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특정 vMedia 디바이스에서 부팅
• 마운트된 공유의 파일을 로컬 디스크에 복사
• OS 드라이버 설치 및 업데이트

참고

Cisco UCS Manager의 Scriptable vMedia 지원은 CIMC 매핑 디바이스에만 가능합니다. 기존 KVM
기반 vMedia 디바이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될 경우 vMedia 마운트는 실패합니다.
1 vMedia 정책의 원격 vMedia 이미지 파일 이름이 Service-Profile-Name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 서비스 프로필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이는 서비스 프로필 이름이 변경되더라도 vMedia 정책에 있는 원격 vMedia 이미지 파일 이름이 바뀌
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파일 이름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원격 디바이스의 기존 이미지를 계속
가리킵니다.

vMedia 정책 생성
vMedia 정책은 원격 vMedia 디바이스에 대한 매핑 정보를 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vMedia 정책에서
는 CD 및 HDD에 대한 2가지 vMedia 디바이스 및 매핑이 허용됩니다. 한 번에 1개의 ISO 및 1개의 IMG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SO 컨피그레이션은 CD 드라이브에, IMG 컨피그레이션은 HDD 디바이스에
매핑됩니다.

참고

원격 폴더에 디바이스를 매핑하려는 경우 IMG를 생성하고 이를 HDD 디바이스로 매핑해야 합니
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항목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격 vMedia 서버
• vMedia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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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vMedia Policies(vMedia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vMedia Policy(vMedia 정
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vMedia Policy(vMedia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이름

vMedia 정책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설명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try on Mount Failure(마운트 마운트에 실패할 때 vMedia에서 계속 마운트할 것인지 여부를 지
실패 시 재시도)
정합니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Yes(예)
• No(아니요)
참고

단계 6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reate vMedia Mount(vMedia 마운트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이름

vMedia 마운트 정책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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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은 Yes(예)입니다. Yes(예)가 선택되면 원격 서
버는 vMedia 마운트 프로세스가 성공할 때까지 또는 사용
자가 이 옵션을 비활성화할 때까지 계속 시도합니다. No(아
니요)를 선택할 경우 마운트에 실패하면 재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서버 관련 정책 구성
vMedia 정책 생성

이름

설명

Device Type(디바이스 유형)

마운트할 원격 vMedia의 유형.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CDD—Scriptable vMedia CD.
• HDD—Scriptable vMedia HDD.

Protocol(프로토콜)

원격 서버와의 통신에서 사용할 프로토콜.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
나를 클릭하여 마운트된 원격 서버와의 통신에 사용할 프로토콜
을 나타냅니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NFS - Network Files System.
• CIFS - Common Internet File System.
• HTTP - Hypertext Transfer Protocol.
• HTTPS -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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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Authentication Protocol(인증 프 원격 서버와의 통신용 프로토콜로 CIFS를 사용할 경우 인증에 사
로토콜
용할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FS 이외의 프로토콜을 사
용할 경우 이 필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 Default—NT LAN Manager Security Support
Provider(NTLMSSP) 프로토콜. 이 옵션은 Windows 2008 R2
및 Windows 2012 R2에서만 사용합니다.
• None—인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Ntlm—NT LAN Manager (NTLM) 보안 프로토콜. 이 옵션은
Windows 2008 R2 및 Windows 2012 R2에서만 사용합니다.
• Ntlmi—NTLMi 보안 프로토콜. CIFS Windows 서버에서 디지
털 서명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Ntlmssp—NT LAN Manager Security Support Provider
(NTLMSSP) 프로토콜. 이 옵션은 Windows 2008 R2 및
Windows 2012 R2에서만 사용합니다.
• Ntlmsspi—NTLMSSPi 프로토콜. CIFS Windows 서버에서 디
지털 서명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Ntlmv2—NTLMv2 보안 프로토콜. 이 옵션은 Samba Linux에
서만 사용합니다.
• Ntlmv2i—NTLMv2i 보안 프로토콜. 이 옵션은 Samba Linux
에서만 사용합니다.
참고

이 인증 프로토콜 옵션은 CIFS를 프로토콜로 선택한 경
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타 프로토콜은 Authentication
Protocol(인증 프로토콜) 필드가 비활성화됩니다.

Hostname/IPAddress(호스트 이 백업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이는 패
름/IP 주소)
브릭 인터커넥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서버, 스토
리지 어레이, 로컬 드라이브, 기타 읽기/쓰기 미디어일 수 있습니
다.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DNS 서버
를 사용해야 합니다. 호스트 이름(DNS)은 Inband 네트워크가 구
성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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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Image Name Variable(이미지 이 이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름 변수)
• None— Remote File(원격 파일) 필드에 파일 이름을 입력해
야 합니다.
• Service Profile Name(서비스 프로필 이름)—파일 이름이
vMedia Policy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의 이름이 됩니다.
참고

• Service Profile Name(서비스 프로필 이름)을 Image
Name(이미지 이름) 변수로 선택할 경우 Remote
File(원격 파일) 필드가 비활성화됩니다.
• Service Profile Name(서비스 프로필 이름)을 Image
Name(이미지 이름) 변수로 선택할 경우 서비스 프로
필 이름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서비스 프로필 이름을
바꾸면 vMedia 마운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Remote File(원격 파일)

백업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전체 경로를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경
로뿐 아니라 파일 이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mote Path(원격 경로)

원격 vMedia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전체 경로를 입력합니다.

Username(사용자 이름)

Cisco UCS Manager에서 원격 서버 로그인에 사용할 사용자 이름
을 입력합니다.
프로토콜이 NFS일 경우 이 필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토콜
이 HTTP일 경우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Password(비밀번호)

이 사용자 이름의 비밀번호.
프로토콜이 NFS일 경우 이 필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토콜
이 HTTP일 경우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단계 8

확인을 클릭합니다.
원격 서버 세부 사항이 Create vMedia Mount(vMedia 마운트 생성) 대화 상자의 vMedia Mounts(vMedia
마운트) 영역에 나열됩니다.

다음에 할 작업
vMedia 부팅 정책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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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에 vMedia 정책 추가
Scriptable vMedia를 사용하기 전에 vMedia 및 부팅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에 추가해야 합니다. vMedia
및 부팅 정책이 서비스 프로필에 추가되면 이 서비스 프로필을 Cisco UCS 서버와 연결할 수 있습니
다. 다음 절차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에 vMedia 정책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서비스 프로필에 추가하려는 vMedia 정책을 구성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조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ervice Profile (expert)(서비스 프로필 생성)(전문
가)을 선택합니다.
Unified Computing System Manager 창이 표시됩니다.

단계 5

Name(이름) 필드에서 서비스 프로필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2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
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동일한 조직에 속한 모든 서비스 프
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이 이름은 서비스 프로필을 만드는 조직 또는 하위 조직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단계 6

UUID Assignment(UUID 지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옵션

설명

Select (pool default used by default)

기본 UUID 접미사 풀에서 UUID를 지정합
니다.
8단계로 진행합니다.

Hardware Default(하드웨어 기본값)

제조사가 서버에 지정한 UUID를 사용합
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서비스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될 때까지 UUID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조사가 서버에
지정한 UUID 값으로 설정됩니다. 나중에
서비스 프로필이 다른 서버로 이동할 경우
UUID는 새 서버와 매칭하도록 변경됩니
다.
8단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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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수동으로 지정한 UUID를 사용합니다.
7단계로 진행합니다.
Pools(풀)Pool_Name

드롭다운 목록의 맨 아래에 있는 목록에서
선택한 UUID 접미사 풀로부터 UUID를 지
정합니다.
각 풀 이름의 뒤에는 2개의 숫자가 괄호로
묶여 있는데, 이는 풀에서 사용 가능한
UUID의 수 및 풀에 있는 총 UUID 개수를
나타냅니다.
기존 풀을 사용하지 않되 모든 서비스 프
로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풀을 생성하려
면 4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8
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7

(선택 사항)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옵션을 선택한 경우 다음을 수
행합니다.
a) UUID에 이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는 서버에 지정하려는 유효한 UUID를 입력합니다.
b) 선택된 UUID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here 링크를 클릭합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이 서비스 프로필에 사용할 UUID 접미사 풀을 새로 만들려면 Create UUID Suffix
Pool(UUID 접미사 풀 생성)을 클릭하고 Create UUID Suffix Pool(UUID 접미사 풀 생성) 마법사에서
필드를 완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UID 접미사 풀 생성, 404 페이지을(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9

(선택 사항) 텍스트 상자에 이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
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10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11 vMedia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Select vMedia Policy to use(사용할 이 서비스 프로필에 vMedia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vMedia 정책 선택)
12단계로 진행합니다.
Create a Specific vMedia Policy(특 이 서비스 프로필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로컬 vMedia 정책을 생
정 vMedia 정책 생성)
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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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vMedia Policies(vMedia 정
책)Policy_Name

기존 vMedia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선
택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정책의 세부 사항을 표시합
니다.
기존 정책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되 모든 서비스 프로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정책을 생성하려면 Create vMedia
Policy(vMedia 정책 생성)를 클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록에
서 정책을 생성하고 13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12 모든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서 액세스 가능한 새 vMedia 정책을 생성했다면 vMedia 드롭다운 목
록에서 그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13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CIMC vMedia 정책 보기
시작하기 전에
vMedia 정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Policies(정책) > vMedia Policies(vMedia 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vMedia Policies(vMedia 정책) 노드를 확장하여 vMedia Policies(vMedia 정책)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단계 4

vMedia 정책의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선택된 vMedia Mount(vMedia 마운트)의 속성을 표시합니다.
Properties(속성) 페이지에서 vMedia Mounts(vMedia 마운트)에 사용될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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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부팅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팅 정책, 543 페이지
• UEFI 부팅 모드, 544 페이지
• UEFI 보안 부팅, 545 페이지
• CIMC 보안 부팅, 545 페이지
• 부팅 정책 생성, 547 페이지
• SAN 부팅, 548 페이지
• iSCSI 부팅, 550 페이지
• LAN 부팅, 577 페이지
• 로컬 디바이스 부팅, 577 페이지
• 부팅 정책 삭제, 585 페이지
• UEFI 부팅 매개변수, 585 페이지

부팅 정책
Cisco UCS Manager 부팅 정책은 BIOS 설정 메뉴의 부팅 순서를 재정의하고 다음 항목을 결정합니다.
• 부팅 디바이스 선택
• 서버가 부팅할 위치
• 부팅 디바이스를 호출하는 순서
예를 들어 연결된 서버가 로컬 디바이스, 이를테면 로컬 디스크나 CD-ROM(VMedia)에서 부팅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SAN 부팅이나 LAN(PXE) 부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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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할 수 있는 명명된 부팅 정책을 생성하거나 특정 서비스 프로필을
위한 부팅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부팅 정책이 적용되려면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되고 서비스 프
로필이 서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부팅 정책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기본 부팅 정책을 적용합니다.

참고

부팅 정책을 변경하면 그 부팅 정책을 포함한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의 업데이트로 인해 생성되는
모든 서버에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BIOS에 부팅 순서 정보를 재작성하기 위해 서비스 프로필과
서버를 재연결하는 단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UEFI 부팅 모드
UEFI(Unified Extensible Firmware Interface)는 운영 체제와 플랫폼 펌웨어 간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
스를 정의하는 사양입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UEFI를 사용하여 BIOS 펌웨어 인터페이스를
대체합니다. 그러면 BIOS가 UEFI 모드에서 실행되면서도 레거시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팅 정책을 생성할 때 레거시 또는 UEFI 부팅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거시 부팅 모드
는 모든 Cisco UCS 서버에서 지원됩니다. UEFI 부팅 모드는 M3 및 M4 서버에서만 지원되며, UEFI 보
안 부팅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한이 UEFI 부팅 모드에 적용됩니다.
• UEFI 부팅 모드는 Cisco UCS B-Series M3 및 M4Blade Server, Cisco UCS C-Series M3 및 M4Rack
Server에서만 지원됩니다.
• UEFI부팅 모드는 다음 조합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Cisco UCS Manager와 통합된 Cisco UCS 블레이드 및 랙 서버의 Gen-3 Emulex & QLogic 어
댑터
◦ Cisco UCS Manager와 통합된 Cisco UCS 랙 서버의 모든 어댑터에 대한 PXE 부팅
◦ Cisco UCS Manager와 통합된 Cisco UCS 랙 서버의 모든 어댑터에 대한 iSCSI 부팅
• 2개의 iSCSI LUN 내에서 UEFI 부팅 모드를 사용하려는 경우 서비스 프로필에서 두 기본 iSCSI
eNIC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iSCSI 개시자 이름을 수동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Cisco UCS Manager
가 IQN 접미사 풀에서 이름을 선택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공통 이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두 번째 iSCSI LUN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 동일한 서버에서 UEFI 및 레거시 부팅 모드를 혼합할 수 없습니다.
• 서버가 UEFI 모드로 올바르게 부팅되려면 부팅 정책에 구성된 부팅 디바이스에 UEFI 인식 운영
체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환되는 OS가 없을 경우 부팅 디바이스는 Boot Order Details(부
팅 순서 세부 사항) 영역의 Actual Boot Order(실제 부팅 순서) 탭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간과하기 쉬운 경우이지만, UEFI 부팅 관리자 항목이 BIOS NVRAM에서 제대로 저장되지 않아
UEFI 부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UEFI 셸을 사용하여 UEFI 부팅 관리자 항목을 수동으로 입
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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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EFI 부팅 모드가 활성화된 블레이드 서버가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 해제되고 블레이드가
Equipment(장비) 탭 또는 전면 패널을 통해 수동으로 전원이 켜질 경우.
◦ UEFI 부팅 모드가 활성화된 블레이드 서버가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 해제되고 직접 VIC 펌
웨어 업그레이드가 시도될 경우.
◦ UEFI 부팅 모드가 활성화된 블레이드 또는 랙 서버가 SAN LUN에서 부팅되고 서비스 프
로필이 마이그레이션될 경우.

UEFI 보안 부팅
Cisco UCS Manager는 Cisco UCS B-Series M3 및 M4 Blade Server 그리고 Cisco UCS C-Series M3 및 M4
Rack Server에서 UEFI 보안 부팅을 지원합니다. UEFI 보안 부팅이 활성화될 경우 부트 로더 및 어댑
터 드라이버와 같은 모든 실행 프로그램이 BIOS의 인증을 받은 후에야 로드 가능해집니다. 인증받으
려면 Cisco Certificate Authority(CA) 또는 Microsoft CA에서 이미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다음 제한이 UEFI 보안 부팅에 적용됩니다.
• UEFI 부트 모드가 부트 정책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Cisco UCS Manager 소프트웨어 및 BIOS 펌웨어가 Release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UEFI 부트 모드는 Cisco UCS C-Series 랙 서버 Release 2.2(3a)부터 지원됩니다.

• 사용자가 생성한 암호화 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UEFI 보안 부팅은 Cisco UCS Manager에서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버전의 Cisco UCS Manager로 다운그레이드하려는 경우 서버가 보안 부팅 모드에 있다면
먼저 서버를 연결 해제하고 재연결한 다음 다운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버가 제
대로 검색되지 않습니다.

CIMC 보안 부팅
CIMC 보안 부팅을 통해 Cisco 서명 펌웨어 이미지만 서버에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CIMC가
업데이트되면 펌웨어가 전송되기 전에 이미지가 인증됩니다. 인증이 실패할 경우 펌웨어는 전송되
지 않습니다. 이는 CIMC 펌웨어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IMC 보안 부팅에 대한 지침 및 제한 사항
• CIMC 보안 부팅은 Cisco UCS M3 랙 서버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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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IMC 보안 부팅은 Cisco UCS C220 M4 및 C240 M4 랙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활
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isco UCS C460 M4 랙 서버에서는 CIMC 펌웨어 릴
리스 2.2(3)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 CIMC 보안 부팅이 활성화된 후에는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 CIMC 보안 부팅이 서버에서 활성화된 후에는 CIMC 펌웨어 이미지를 2.1(3) 이전으로 다운그레
이드할 수 없습니다.

CIMC 보안 부팅 상태 확인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 Rack-Mounts(랙 마운트) > Servers(서버) > Server 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영역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CIMC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CIMC 영역에서 Secure Boot Operational State(보안 부팅 작업 상태) 필드를 확인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Unsupported(지원 안 함)—CIMC 보안 부팅이 서버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Disabled(비활성)—CIMC 보안 부팅이 서버에서 지원되지만 비활성 상태입니다.
• Enabling(활성화 중)—CIMC 보안 부팅이 활성화되었으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Enabled(활성)—CIMC 보안 부팅이 서버에서 활성 상태입니다.

랙 서버에서 CIMC 보안 부팅 활성화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 Rack-Mounts(랙 마운트) > Servers(서버) > Server 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영역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CIMC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Enable Secure Boot(서버 부팅 활성화)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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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C 보안 부팅은 Cisco UCS M3 랙 서버에서만 지원됩니다. CIMC 보안 부팅이 지원되지 않거나 이
미 활성화된 경우 이 작업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단계 6

Enable Secure Boot(보안 부팅 활성화) 확인 대화 상자에서 Yes를 클릭합니다.
참고
CIMC 보안 부팅을 활성화했으면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
다.

부팅 정책 생성
또한 어떤 서비스 프로필이나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으로 제한되는 로컬 부팅 정책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여러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포함될 수 있는 전역 부팅 정책을 생
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Boot Policies(부팅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Boot Policy(부팅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Create Boot Policy(부팅 정책 생성)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단계 5

정책의 고유한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
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부팅 순서를 변경한 다음 이 부팅 정책을 사용하는 모든 서버를 재부팅하려면 Reboot on
Boot Order Change(부팅 순서 변경 시 재부팅)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비 Cisco VIC 어댑터가 있는 서버에 적용되는 부팅 정책의 경우, Reboot on Boot Order Change(부팅
순서 변경 시 재부팅) 확인란이 선택되지 않았더라도 SAN 디바이스가 추가되거나 제거되거나 그 순
서가 바뀌면 서버는 부팅 정책 변경 사항을 저장할 때 반드시 재부팅합니다.

단계 7

(선택 사항) 필요하다면 Enforce vNIC/vHBA/iSCSI Name(vNIC/vHBA/iSCSI 이름 적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Cisco UCS Manager는 컨피그레이션 오류를 표시하고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표시된 vNIC, vHBA 또는 iSCSI vNIC 중 하나 이상이 서버 프로필의 서버 컨피
그레이션과 매칭하는지 여부를 보고합니다.
• 이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에 있는 (부팅 옵션에
적합한) vNIC 또는 vHBA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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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8

Boot Mode(부팅 모드) 필드에서 Legacy(레거시) 또는 UEFI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단계 9

UEFI를 선택한 경우 UEFI 부팅 보안을 활성화하려면 Boot Security(부팅 보안)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단계 10 부팅 정책에 대해 다음 부팅 순서 중 하나 이상을 구성하고 부팅 순서를 설정합니다.
• 로컬 디바이스 부팅—서버의 로컬 디스크, 가상 미디어, 원격 가상 디스크와 같은 로컬 디바이
스에서 부팅하려면 부팅 정책에 대한 로컬 디스크 부팅 구성, 579 페이지로 진행합니다.
• SAN 부팅—SAN의 운영 체제 이미지에서 부팅하려면 부팅 정책에 대한 SAN 부팅 구성, 549 페
이지로 진행합니다.
기본 및 보조 SAN 부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부팅이 실패할 경우 서버는 보조 부팅을 시
도합니다.
• LAN 부팅—중앙 집중식 프로비저닝 서버에서 부팅하려면 부팅 정책에 대한 LAN 부팅 구성,
577 페이지로 진행합니다.
• iSCSI 부팅—iSCSI LUN에서 부팅하려면 iSCSI 부팅 정책 생성, 559 페이지로 진행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부팅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서버가 부팅 정책을 포함하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되면 서버의 General(일반) 탭 Boot Order Details(부
팅 순서 세부 사항) 영역에서 실제 부팅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N 부팅
SAN에 있는 운영 체제 이미지에서 하나 이상의 서버를 부팅하도록 부팅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부티 정책은 기본 및 보조 SAN 부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본 부팅이 실패할 경우 서버는 보조 부
팅을 시도합니다.
SAN 부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내에서 대부분의 서비스 프로필 모빌리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다른 서버로 이동할 때 SAN에서 부팅할 경우 새 서버는 정확히 똑같은
운영 체제 이미지에서 부팅됩니다. 따라서 새 서버는 네트워크에서 정확히 똑같은 서버로 인식됩니
다.
SAN 부팅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구성해야 합니다.
• Cisco UCS domain도 운영 체제 이미지를 호스팅하는 SAN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통신할 수 있어
야 합니다.
• 운영 체제 이미지가 위치한 디바이스의 부팅 대상 LUN(Logical Unit Number).

참고

SAN 부팅은 Cisco UCS 블레이드 및 랙 서버의 Gen-3 Emulex 어댑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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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팅 정책에 대한 SAN 부팅 구성
또한 어떤 서비스 프로필이나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으로 제한되는 로컬 부팅 정책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여러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포함될 수 있는 전역 부팅 정책을 생
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

부팅 순서 스토리지 유형으로 로컬 디스크 및 SAN LUN을 구성할 경우, 운영 체제 또는 LVM(logical
volume manager)이 잘못 구성되었다면 서버가 SAN LUN이 아닌 로컬 디스크에서 부팅될 수도 있
습니다.
예를 들어 Red Hat Linux가 설치된 서버에서 LVM이 기본 LV 이름으로 구성되었고 부팅 순서가
SAN LUN 및 로컬 디스크로 구성되었다면 Linux는 동일한 이름의 LV 2개가 있음을 보고하고
SCSC ID가 가장 낮은 LV에서 부팅합니다. 이것이 로컬 디스크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부팅 정책 생성, 547 페이지에서 곧바로 이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참고

SAN LUN에서 서버를 부팅하는 부팅 정책을 생성하는 경우 SAN 부팅 작업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면 먼저 부팅 정책을 포함한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된 서버에서 모든 로컬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
이 좋습니다.
이는 Cisco UCS M3 및 M4 서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vHBAs 영역을 확장합니다.

단계 2

Add SAN Boot(SAN 부팅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단계 3

Add San Boot(SAN 부팅 추가) 대화 상자에서 vHBA 및 유형을 지정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4

이 vHBA가 부팅 가능 SAN 이미지를 가리킬 경우 Add SAN Boot Target(SAN 부팅 대상 추가) 링크
를 클릭하고 Add SAN Boot Target(SAN 부팅 대상 추가)에서 부팅 대상 LUN, 부팅 대상 WWPN, 유
형을 지정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다른 부팅 디바이스를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 OK(확인)를 클릭하여 마칩니다.

다음에 할 작업
부팅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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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부팅 정책을 포함하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되면 서버의 General(일반) 탭 Boot Order Details(부
팅 순서 세부 사항) 영역에서 실제 부팅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CSI 부팅
iSCSI 부팅을 사용하면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에 있는 iSCSI 대상 시스템으로부터 운영 체제
를 부팅할 수 있습니다.
iSCSI 부팅은 다음 Cisco UCS 하드웨어에서 지원됩니다.
• Cisco UCS M51KR-B Broadcom BCM57711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고 Broadcom에서 제공하는 기
본 MAC 주소를 사용하는 Cisco UCS 블레이드 서버
•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
• Cisco UCS VIC-1240 Virtual Interface Card
• Cisco UCS VIC-1280 Virtual Interface Card
• Cisco UCS M61KR-B Broadcom BCM57712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는 Cisco UCS 랙 서버.
• Cisco UCS P81E Virtual Interface Card
• 에 있는 Cisco UCS VIC 1225 Virtual Interface Card
iSCSI 부팅을 구성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의 목록은 iSCSI 부팅
지침 및 전제 조건, 551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iSCSI 부팅을 구현하는 절차의 개요는 iSCSI 부팅 구성, 554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iSCSI 부팅 프로세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버에 위치한 어댑터 프로그래밍을 위해 연결 프로세스에서 서비스 프로
필에 대해 생성된, iSCSI vNIC 및 iSCSI 부팅 정보를 사용합니다. 어댑터가 프로그래밍된 다음에는
서버가 최신 서비스 프로필 값과 함께 재부팅됩니다. POST가 끝나면 어댑터는 이 서비스 프로필 값
을 사용하여 초기화를 시도합니다. 어댑터에서 이 값을 사용하여 지정된 대상에 로그인할 수 있다면
어댑터는 초기화하고 iBFT를 호스트 메모리에, 유효한 부팅 가능 LUN을 시스템 BIOS에 포스팅합니
다. 호스트 메모리에 포스팅되는 iBFT는 기본 iSCSI VNIC에 프로그래밍된 개시자 및 대상 컨피그레
이션을 포함합니다.

참고

이전에는 호스트가 LUN 검색을 먼저 완료한 경로에 따라 구성된 부팅 경로 중 하나만 인식하고
그 경로에서 부팅했습니다. 지금은 2개의 iSCSI 부팅 vNIC가 구성된 경우 호스트는 두 부팅 경로
를 모두 인식합니다. 따라서 다중 경로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단일 IQN을 양쪽 부팅 vNIC 모두에
서 구성해야 합니다. 호스트의 부팅 vNIC에 다른 IQN이 구성될 경우 호스트는 PCI 순서가 더 낮
은 부팅 vNIC에 구성된 IQN으로 부팅합니다.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다음 단계에서는 iBFT를 지원하는 OS가 필요합니다. OS 설치 과정에서 OS 설
치 프로그램이 호스트 메모리를 검사하여 iBFT 테이블을 찾고 iBFT의 정보를 사용하여 부팅 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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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검색하며 대상 LUN까지의 iSCSI 경로를 생성합니다. 일부 OS에서는 NIC 드라이버가 있어야 이
경로가 완성됩니다. 이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경우 OS 설치 프로그램은 OS를 설치할 iSCSI 대상
LUN을 찾게 됩니다.

참고

iBFT는 OS 설치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작동하므로 HBA 모드(TCP 오프로드라고도 함)와 연동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BFT와 HBA 모드의 연동 여부는 설치 과정의 OS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
다. 또한 Cisco UCS M51KR-B Broadcom BCM57711 어댑터가 있는 서버의 경우 대개 iBFT가 MTU
점보 컨피그레이션과 상관없이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1500으로 작동합니다. OS가 HBA
모드를 지원할 경우 iSCSi 설치 프로세스가 끝나면 HBA 모드, 듀얼 패브릭 지원, 점보 MTU 크기
를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SCSI 부팅 지침 및 전제 조건
iSCSI 부팅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지침 및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iSCSI 부팅 정책이 생성되면 ls-compute 권한의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
플릿에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s-compute 권한만 있는 사용자는 iSCSI 부팅 정책을 생
성할 수 없습니다.
• 제2 vNIC(페일오버 vNIC)가 iSCSI LUN에서 부팅해야 하는 Windows 2008 서버로부터의 iSCSI
부팅을 설정하려면 Microsoft Knowledge Base Article 976042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의 알려
진 문제점 때문에 네트워크 하드웨어 변경 시 Windows가 iSCSI 드라이브에서 부팅하지 못하거
나 bugcheck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Microsoft에서 제안하는 해결 방법
을 따르십시오.
• iSCSI 부팅을 위해서는 스토리지 어레이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어레이측 LUN 마스킹이 올바르
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 각 iSCSI 개시자에 1개씩 2개의 IP 주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급적 IP 주소는 스토리지 어레
이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IP 주소는 고정으로 또는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동적으로 지정됩니다.
• 전역 부팅 정책에서 부팅 매개변수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부팅 매개변수를 구성한 다
음 해당 서비스 프로필에 부팅 정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운영 체제가 iBFT(iSCSI Boot Firmware Table) 호환성을 가져야 합니다.
• Cisco UCS M51KR-B Broadcom BCM57711 네트워킹 어댑터의 경우
◦ iSCSI 부팅을 사용하는 서버는 Cisco UCS M51KR-B Broadcom BCM57711 네트워크 어댑
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어댑터 카드 설치 또는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 B250
Extended Memory Blade Server Installation and Service Note에서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노트
는 Cisco UCS B-Series Servers Documentation Roadmap(http://www.cisco.com/go/
unifiedcomputing/b-series-doc)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iSCSI 디바이스의 MAC 주소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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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CP Vendor ID(Option 43)를 사용하는 경우 iSCSI 디바이스의 MAC 주소를 /etc/dhcpd.conf
에 구성합니다.
◦ TCP 오프로드라고도 하는 HBA 모드 및 boot to target 설정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Windows
OS에서만 설치 중에 HBA 모드를 지원합니다.
◦ OS 설치에 앞서 iSCSI 어댑터 정책에서 boot to target 설정을 비활성화하고 OS를 설치한 다
음 boot to target 설정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참고

어댑터 정책 설정을 바꿀 때마다 어댑터가 재부팅하여 새 설정이 적용됩니다.

◦ iSCSI 대상에 OS를 설치할 경우 iSCSI 대상이 OS 이미지가 상주하는 디바이스의 앞 순서
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CD에서 iSCSI 대상에 OS를 설치하는 경우 부팅 순서는 iSCSI 대상,
CD 순이어야 합니다.
◦ 서버가 iSCSI 부팅된 후에 Broadcom 툴을 사용하여 개시자 이름, 대상 이름, LUN, iSCSI 디
바이스 IP 또는 넷마스크/게이트웨이를 수정하지 마십시오.
◦ POST(power on self-test)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Cisco UCS M51KR-B
Broadcom BCM57711 네트워크 어댑터 초기화가 실패합니다.
•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 및 Cisco UCS VIC-1240 Virtual Interface Card:
◦ iSCSI 디바이스에서 MAC 주소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 HBA 모드 및 boot to target 설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iSCSI 대상에 OS를 설치할 경우 iSCSI 대상이 OS 이미지가 상주하는 디바이스의 뒷 순서
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CD에서 iSCSI 대상에 OS를 설치하는 경우 부팅 순서는 CD, iSCSI
대상 순이어야 합니다.
◦ DHCP Vendor ID(Option 43)를 사용하는 경우 오버레이 vNIC의 MAC 주소를 /etc/dhcpd.conf
에 구성해야 합니다.
◦ 서버가 iSCSI 부팅된 후에 Broadcom 툴을 사용하여 오버레이 vNIC의 IP 세부 사항을 수정
하지 마십시오.
• VMware ESX/ESXi 운영 체제는 iSCSI 부팅 대상 LUN에 코어 덤프 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덤프 파일은 로컬 디스크에 기록해야 합니다.

개시자 IQN 컨피그레이션
Cisco UCS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이 물리적 서버와 연결되었을 때 어댑터 iSCSI vNIC에 대한 개시자
IQN을 결정하는 데 다음 규칙을 사용합니다.
• 서비스 프로필 레벨 및 iSCSI vNIC 레벨의 개시자 IQN은 서비스 프로필에서 함께 사용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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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자 IQN이 서비스 프로필 레벨에서 지정된 경우 모든 어댑터 iSCSI vNIC가 동일한 개시자
IQN을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단, DHCP Option 43의 경우 개시자 IQN이 어댑터 iSCSI vNIC에
서 비어 있음으로 설정됩니다.
• 개시자 IQN이 iSCSI vNIC 레벨에서 설정된 경우 서비스 프로필 레벨의 개시자 IQN이 있을 경우
이는 삭제됩니다.
• 서비스 프로필에 2개의 iSCSI vNIC가 있고 그중 하나에만 개시자 IQN이 설정된 경우 다른 하나
는 기본 IQN 풀로 구성됩니다. 나중에 이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DHCP Option 43이 구성되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 두 번째 iSCSI vNIC의 개시자 IQN이 서비스
프로필 연결 과정에서 삭제됩니다.

참고

벤더 ID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iSCSI vNIC를 변경하여 DHCP Option 43을 사용하
게 할 경우 서비스 프로필 레벨에 구성된 개시자 IQN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서비
스 프로필 레벨의 개시자 IQN은 DHCP Option 43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iSCSI
vNIC에서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에서 MPIO 활성화
참고

네트워킹 하드웨어를 변경하는 경우 Windows는 iSCSI 드라이브에서 부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지원 문서 ID: 976042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MPIO를 활성화한 서버에는 Cisco VIC 드라이버가 있어야 합니다.
LUN을 부팅하도록 구성된 여러 경로가 있는 경우, LUN이 설치될 때 하나의 경로만 활성화되어야 합
니다.

절차
단계 1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서 기본 iSCSI vNIC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iSCSI vNIC 생성, 561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2

기본 iSCSI vNIC를 사용하여 iSCSI 대상 LUN에 Windows 운영 체제를 설치합니다.

단계 3

Windows 설치가 완료되면 호스트에서 MPIO를 활성화합니다.

단계 4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서, 보조 iSCSI vNIC를 부팅 정책에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SCSI 부팅 정책 생성, 559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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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부팅 구성
Cisco UCS의 어댑터 또는 블레이드가 LUN 대상에서 iSCSI 부팅하도록 구성할 경우 다음 단계를 모
두 완료해야 합니다.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iSCSI 부팅 어댑터 정책을 구성합니다.

(선택 사항)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iSCSI 어
댑터 정책 생성, 555 페이지

단계 2

개시자 및 대상에서 사용할 인증 프로필을 (선택 사항)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iSCSI 인
증 프로필 생성, 557 페이지

단계 3

iSCSI 개시자가 IP 주소 풀의 IP 주소를 사 (선택 사항)
용하도록 구성하려면 IP 주소 블록을 iSCSI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iSCSI 개
개시자 풀에 추가합니다.
시자 IP 풀 생성, 558 페이지

단계 4

어떤 서비스 프로필에서도 사용 가능한 부 어떤 서비스 프로필에서도 사용 가능한 부팅
팅 정책을 생성합니다. 또는 특정 서버 정 정책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SCSI 부팅
책을 위한 로컬 부팅 정책을 생성할 수 있 정책 생성, 559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습니다. 그러나 여러 서비스 프로필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팅 정책을 생성하는 것
이 좋습니다.

단계 5

어떤 서비스 프로필에서도 사용 가능한 부 7단계에서 서비스 프로필에 iSCSI 부팅 미
팅 정책을 생성했다면 서비스 프로필에 지 vNIC 매개변수를 구성하면서 서비스 프로필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 에 부팅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로 진행합니다.

단계 6

서비스 프로필에서 iSCSI vNIC를 생성합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니다.
프로필에 대한 iSCSI vNIC 생성, 561 페이지

단계 7

iSCSI 부팅 매개변수, 즉 IQN(iSCSI qualifier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마법사로 서비스 프로
name), 개시자, 대상 인터페이스, iSCSI
필 생성, 614 페이지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
vNIC 매개변수 등을 전문가 모드의 서비스 릿 생성, 618 페이지를 각각 참조하십시오.
프로필에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구
성합니다.

단계 8

iSCSI 부팅 운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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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

명령 또는 동작

목적

서버에 OS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 중 하나를 참조하
십시오.
• Cisco UCS B-Series Blade Servers VMware
설치 설명서
• Cisco UCS B-Series Blade Servers Linux 설
치 설명서
• Cisco UCS B-Series Blade Servers Windows
설치 설명서

단계 10

서버를 부팅합니다.

iSCSI 어댑터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Adapter Policies(어댑터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iSCSI Adapter Policy(iSCSI
어댑터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iSCSI Adapter Policy(iSCSI 어댑터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정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Connection Timeout(연결 시간
초과) 필드

Cisco UCS에서 초기 로그인이 실패했고 iSCSI 어댑터가 사용 불
가 상태라고 판단할 때까지의 시간(초).
0 ~ 25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0을 입력하면 Cisco UCS는 어
댑터 펌웨어에 설정된 값(기본값: 15초)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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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LUN Busy Retry Count(LUN 사 iSCSI LUN 검색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연결을 재시도하는 횟수.
용 중 재시도 횟수) 필드
0 ~ 60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0을 입력하면 Cisco UCS는 어댑
터 펌웨어에 설정된 값(기본값: 15초)을 사용합니다.
DHCP Timeout(DHCP 시간 초
과) 필드

개시자가 DHCP 서버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초).
60 ~ 300의 정수를 입력합니다(기본값 60초).

Enable TCP Timestamp(TCP 타 TCP 타임스탬프를 사용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
임스탬프 활성화) 확인란
에서는 전송된 패킷에 패킷 전송 시점에 대한 타임스탬프가 지정
되므로 필요하다면 패킷의 왕복 이동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HBA Mode(HBA 모드) 확인란

이 옵션은 Cisco UCS NIC M51KR-B 어댑터가 있는 서버
에만 적용됩니다.

HBA 모드(TCP 오프로드라고도 합)를 활성화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중요

이 옵션은 Cisco UCS NIC M51KR-B 어댑터가 있고
Windows 운영 체제가 실행 중인 서버에서 활성화해야 합
니다.

Boot to Target(대상에 부팅) 확
인란

iSCSI 대상에서 부팅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Owner(소유자)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옵션은 Cisco UCS NIC M51KR-B 어댑터가 있는 서버
에만 적용됩니다. 서버에 운영 체제를 설치할 때까지 비활
성화해야 합니다.

• Local(로컬)—이 정책은 이 Cisco UCS domain의 서비스 프로
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Pending Global(보류 중 전역)—이 정책에 대한 제어가 Cisco
UCS Central로 전송되는 중입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이 정책
은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된 모든 Cisco UCS domains에서
사용 가능해집니다.
• Global(전역)—이 정책은 Cisco UCS Central에서 관리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변경은 Cisco UCS Central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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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작업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 어댑터 정책을 포함합니다.

iSCSI 어댑터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Adapter Policies(어댑터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어댑터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iSCSI 인증 프로필 생성
iSCSI 부팅의 경우 개시자 및 대상 iSCSI 인증 프로필을 모두 생성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SCSI Authentication Profiles(iSCSI 인증 프로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iSCSI
Authentication Profile(iSCSI 인증 프로필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Authentication Profile(인증 프로필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인증 프로필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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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User Id(사용자 ID) 필드

이 프로필과 연결된 사용자 ID.
문자, 공백 또는 특수 문자를 사용하여 1자 ~ 128자로 입력합니다.

Password(비밀번호) 필드

이 프로필의 비밀번호.
특수 문자를 포함하여 12자 ~ 16자로 입력합니다.

Confirm Password(비밀번호 확 확인을 위해 다시 입력하는 비밀번호.
인) 필드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인증 프로필을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iSCSI 인증 프로필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SCSI Authentication Profiles(iSCSI 인증 프로필)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삭제할 IP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iSCSI 개시자 IP 풀 생성
iSCSI 부팅에 사용할 IP 주소의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Cisco UCS Manager에서는 사용자가 지정
한 IPv4 주소의 블록을 예약합니다.
IP 풀은 서버 또는 서비스 프로필에 대해 고정 IP 주소로 지정되었던 어떤 IP 주소도 포함해서는 안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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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LAN 탭에서 LAN > Pools(풀)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풀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P Pools(IP 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IP Pool iscsi-initiator-pool(IP 풀 iscsi-initiator-pool)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Block
of IPv4 Addresses(IPv4 주소 블록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reate a Block of IPv4 Addresses(IPv4 주소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열

블록에 지정된 IPv4 주소의 범위.

From(시작) 열

블록의 첫 IPv4 주소.

To(마지막) 열

블록의 마지막 IPv4 주소.

Subnet(서브넷) 열

블록의 IPv4 주소와 연결된 서브넷 마스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 블록의 IPv4 주소와 연결된 기본 게이트웨이.
이) 열

단계 7

Primary DNS(기본 DNS) 열

이 IPv4 주소 블록에서 액세스해야 할 기본 DNS 서버.

Secondary DNS(보조 DNS) 열

이 IPv4 주소 블록에서 액세스해야 할 보조 DNS 서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하나 이상의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이 iSCSI 개시자 IP 풀로부터 iSCSI 개시자 IP
주소를 얻도록 구성합니다.

iSCSI 부팅 정책 생성
부팅 정책별로 최대 2개의 iSCSI vNIC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vNIC 중 하나가 기본 iSCSI 부팅 소스,
다른 하나는 보조 iSCSI 부팅 소스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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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Boot Policies(부팅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Boot Policy(부팅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Create Boot Policy(부팅 정책 생성)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단계 5

정책의 고유한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
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부팅 순서를 변경한 다음 이 부팅 정책을 사용하는 서버를 재부팅하려면 Reboot on Boot
Order Change(부팅 순서 변경 시 재부팅) 확인란을(를) 선택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 부팅 정책에 대해 Reboot on Boot Order Change(부팅 순서 변경 시 재부
팅) 확인란이 선택된 경우, CD-ROM 또는 플로피가 부팅 순서의 마지막 디바이스라면 이 디바이스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더라도 부팅 순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서버는 재부팅되지 않습니다.
참고

단계 7

이는 표준 부팅 순서를 사용하는 서버에만 적용됩니
다.

(선택 사항) 필요하다면 Enforce vNIC/vHBA/iSCSI Name(vNIC/vHBA/iSCSI 이름 적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Cisco UCS Manager는 컨피그레이션 오류를 표시하고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표시된 vNIC, vHBA 또는 iSCSI vNIC 중 하나 이상이 서버 프로필의 서버 컨피
그레이션과 매칭하는지 여부를 보고합니다.
• 이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에 있는 (부팅 옵션에
적합한) vNIC 또는 vHBA를 사용합니다.

단계 8

부팅 정책에 iSCSI 부팅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iSCSI vNIC 영역을 확장합니다.
b) Add iSCSI Boot(iSCSI 부팅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c) Add iSCSI Boot(iSCSI 부팅 추가) 대화 상자에서 iSCSI vNIC의 이름을 입력하고 OK(확인)를 클
릭합니다.
d) 다른 iSCSI vNIC를 생성하려면 b 단계와 c 단계를 반복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부팅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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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부팅 정책을 포함하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되면 서버의 General(일반) 탭 Boot Order Details(부
팅 순서 세부 사항) 영역에서 실제 부팅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iSCSI vNIC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iSCSI vNIC를 생성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SCSI vNIC를 생성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확장합니다.

단계 5

iSCSI vNICs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vNICs(vNIC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reate iSCSI vNIC(iSCSI vNIC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iSCSI vNIC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Overlay vNIC(오버레이 vNIC)
드롭다운 목록

이 iSCSI vNIC와 연결된 LAN vNIC(있는 경우).

iSCSI Adapter Policy(iSCSI 어
댑터 정책) 드롭다운 목록

이 iSCSI vNIC와 연결된 iSCSI 어댑터(있는 경우).

Create iSCSI Adapter
모든 iSCSI vNI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iSCSI 어댑터 정책을 생성
Policy(iSCSI 어댑터 정책 생성) 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링크
MAC Address(MAC 주소) 필드 이 iSCSI vNIC와 연결된 MAC 주소(있는 경우). MAC 주소가 설정
되지 않으면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Derived를 표시합니
다.
MAC Pool(MAC 풀) 필드

이 iSCSI vNIC와 연결된 MAC 풀(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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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VLAN 드롭다운 목록

이 iSCSI vNIC와 연결된 가상 VLAN. 기본 VLAN은 default입니다.
참고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 및 Cisco UCS
VIC-1240 Virtual Interface Card의 경우 지정하는 VLAN이
오버레이 vNIC의 네이티브 VLAN과 동일해야 합니다.
Cisco UCS M51KR-B Broadcom BCM57711 어댑터의 경우
오버레이 vNIC에 지정된 어떤 VLAN도 가능합니다.

단계 7

iSCSI MAC Address(iSCSI MAC 주소) 영역의 MAC Address Assignment(MAC 주소 지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MAC 주소를 미지정 상태로 둡니다. Select (None used by default)를 선택합니다. 이 서비스 프로
필과 연결될 서버가 Cisco UCS M81KR Virtual Interface Card 또는 Cisco UCS VIC-1240 Virtual
Interface Card를 포함할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중요

이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될 서버가 Cisco UCS NIC M51KR-B를 포함할 경우 MAC 주소
를 지정해야 합니다.

• 특정 MAC 주소. 00:25:B5:XX:XX:XX를 선택하고 MAC Address(MAC 주소) 필드에 주소를 입
력합니다. 이 주소가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려면 해당 링크를 클릭합니다.
• 풀의 MAC 주소. 목록에서 풀 이름을 선택합니다. 각 풀 이름 다음에는 한 쌍의 숫자가 괄호로
묶여 표시됩니다. 첫 숫자는 풀에 있는 사용 가능한 MAC 주소의 개수이며, 두 번째는 풀에 있는
MAC의 총 개수입니다.
이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된 경우 풀 범주가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도메인 풀은 Cisco UCS domain 로컬에서 정의되고 전역 풀은 Cisco UCS Central에서 정의됩니
다.
단계 8

(선택 사항) 모든 서비스 프로필에서 사용 가능한 MAC 풀을 만들려면 Create MAC Pool(MAC 풀 생
성)을 클릭하고 Create MAC Pool(MAC 풀 생성) 마법사의 필드를 완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AC 풀 생성, 283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선택 사항) 개시자 이름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면 iSCSI vNICs 탭에서 Reset Initiator Name(개시자
이름 재설정) 또는 Change Initiator Name(개시자 이름 변경)을 클릭하고 Change Initiator Name(개
시자 이름 변경) 대화 상자의 필드를 완성하거나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프로필 레벨에서
개시자 IQN 설정, 563 페이지 또는 서비스 프로필 레벨에서 개시자 IQN 설정, 563 페이지을(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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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에서 iSCSI vNIC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iSCSI vNIC를 삭제할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SCSI vNIC를 삭제할 서비스 프로필을 확장합니다.

단계 5

iSCSI vNICs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6

삭제할 iSCSI vNIC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레벨에서 개시자 IQN 설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원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변경할 iSCSI vNIC가 있는 서비스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iSCSI vNIC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Reset Initiator Name(개시자 이름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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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 레벨에서 개시자 IQN 변경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원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변경할 iSCSI vNIC가 있는 서비스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iSCSI vNICs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Change Initiator Name(개시자 이름 변경)을 클릭합니다.

단계 7

Change Initiator Name(개시자 이름 변경)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의 값을 변경합니다.
이름

설명

Initiator Name Assignment(개시자 이름 지정) 드 사용할 IQN 개시자 이름을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
롭다운 목록
택합니다.

단계 8

Initiator Name(개시자 이름) 필드

수동 개시자 이름 지정을 선택한 경우 개시자 이
름을 입력합니다.

Create IQN Suffix Pool(IQN 접미사 풀 생성) 링
크

새 IQN 접미사 풀을 생성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
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다.

iSCSI 부트 매개변수 설정
부팅 순서, 부팅 정책, iSCSI 인증 프로필, 개시자 인터페이스, iSCSI vNIC 대상 인터페이스 등 iSCSI
부팅 매개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564

서버 부팅 구성
iSCSI 부트 매개변수 설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iSCSI 부팅 매개변수를 생성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
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SCSI 부팅 매개변수를 생성할 서비스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단계 5

Boot Order(부팅 순서)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Specific Boot Policy(특정 부팅 정책) 영역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iSCSI vNICs 영역을 확장
합니다.

단계 7

iSCSI vNICs 영역에서 서버를 부팅할 iSCSI vNIC를 두 번 클릭하여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단계 8

iSCSI vNICs 영역에서 Set Boot Parameters(부팅 매개변수 설정) 링크를 클릭합니다.
2개의 iSCSI vNIC가 있을 경우 부팅 매개변수를 변경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단계 9

Set iSCSI Boot Parameters(iSCSI 부팅 매개변수 설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부팅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iSCSI vNIC의 이름.

Authentication Profile(인증 프로 연결된 iSCSI 인증 프로필의 이름.
필)드롭다운 목록
Create Authentication Profile(인 모든 iSCSI vNI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iSCSI 인증 프로필을 생성
증 프로필 생성) 링크
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Initiator Name(개시자 이름)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565

서버 부팅 구성
iSCSI 부트 매개변수 설정

이름

설명

Initiator Name Assignment(개시 iSCSI 부팅 개시자 이름이 지정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음 방
자 이름 지정)드롭다운 목록
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Manual(수동)—Initiator Name(개시자 이름) 필드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개시자 이름은 최대 223자입니다.
• Pools(풀)—지정할 이름의 IQN 접미사 풀을 선택합니다.
참고

참고

필요하다면 개시자 이름을 변경하거나 재설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프로필
레벨에서 개시자 IQN 변경, 564 페이지
Set iSCSI Boot Parameters(iSCSI 부팅 매개변수 설정) 대화
상자에서 개시자 이름을 설정하면 서비스 프로필 레벨이
아니라 iSCSI vNIC 레벨의 개시자 IQN이 설정됩니다. 둘
이상의 경로가 구성된 경우 iSCSI vNICs 탭에서 또는 서비
스 프로필 생성 시 개시자 IQN을 설정해야 합니다.

Create IQN Suffix Pool(IQN 접 모든 iSCSI vNI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IQN 접미사 풀을 생
미사 풀 생성) 링크
성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Initiator Name(개시자 이름) 필 iSCSI 개시자의 이름을 정의하는 정규식.
드
임의의 영숫자 문자열 및 다음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마침표)
• :(콜론)
• -(대시)

단계 11 Initiator IP Address Policy(개시자 IP 주소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선택(기본적으로 DHCP 사 DHCP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용)
13단계로 진행합니다.
Static

이 영역에 입력한 정보에 따라 고정 IPv4 주소가 iSCSI 부팅 vNIC에 지
정됩니다.
12단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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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Pool

관리 IP 주소 풀에서 iSCSI 부팅 vNIC에 IPv4 주소가 지정됩니다.
13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12 Initiator IP Address Policy(개시자 IP 주소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Static(고정)을 선택한 경우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IPv4 Address(IPv4 주소) 필드

iSCSI 부팅 vNIC에 지정된 IPv4 주소.
이 주소를 지정하려는 경우 Initiator IP Address Policy(개시자
IP 주소 정책)드롭다운 목록에서 Static(고정)을 선택해야 합
니다.

Subnet Mask(서브넷 마스크) 필드

IPv4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IPv4 주소의 기본 게이트웨이.
필드
Primary DNS(기본 DNS) 필드

기본 DNS 서버 주소.

Secondary DNS(보조 DNS) 필드

보조 DNS 서버 주소.

단계 13 iSCSI 대상 인터페이스의 경우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iSCSI 고정 대상 인터페이스

구성해야 할 고정 대상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14단계로 진행합니다.

iSCSI 자동 대상 인터페이스

시스템에서 자동 대상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자동 대상에서
개시자 아니면 DHCP 벤더 ID를 사용할지 지정해야 합니다.
16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14 iSCSI Static Target Interface(iSCSI 고정 대상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경우 Static Target Interface(고
정 대상 인터페이스) 테이블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15 Create iSCSI Static Target(iSCSI 고정 대상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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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iSCSI Target Name(SCSI 대상
이름) 필드

iSCSI 대상의 IQN(iSCSI Qualified Name) 또는 EUI(Extended Unique
Identifier)를 정의하는 정규식.
임의의 영숫자 및 다음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마침표)
• :(콜론)
• -(대시)
이 이름은 표준 IQN 또는 EUI 지침에 따라 올바른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예는 올바른 형식의 ISCSI 대상 이름입니다.
중요

• iqn.2001-04.com.example
• iqn.2001-04.com.example:storage:diskarrays-sn-a8675309
• iqn.2001-04.com.example:storage.tape1.sys1.xyz
• iqn.2001-04.com.example:storage.disk2.sys1.xyz
• eui.02004567A425678D
Priority(우선 순위) 필드

iSCSI 대상에 대해 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우선 순위.

Port(포트) 필드

iSCSI 대상과 연결된 포트.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3260입니다.

Authentication Profile(인증 프로 연결된 iSCSI 인증 프로필의 이름.
필)드롭다운 목록
Create iSCSI Authentication
모든 iSCSI vNI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iSCSI 인증 프로필을 생성
Profile(SCSI 인증 프로필 생성) 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링크
IPv4 Address(IPv4 주소) 필드

iSCSI 대상에 지정된 IPv4 주소.

LUN Id 필드

iSCSI 대상의 LUN 식별자.

단계 16 iSCSI Auto Target Interface(iSCSI 자동 대상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경우 DHCP Vendor Id(DHCP
벤더 ID) 필드에서 개시자 이름 또는 DHCP 벤더 ID를 입력합니다. 개시자가 이미 구성된 상태여야
합니다. 벤더 ID는 최대 32자의 영숫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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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부트 매개변수 수정
부팅 순서, 부팅 정책, iSCSI 인증 프로필, 개시자 인터페이스, iSCSI vNIC 대상 인터페이스 등 iSCSI
부팅 매개변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iSCSI 부팅 매개변수를 수정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
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SCSI 부팅 매개변수를 수정할 서비스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단계 5

Boot Order(부팅 순서)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Specific Boot Policy(특정 부팅 정책) 영역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iSCSI vNICs 영역을 확장
합니다.

단계 7

부팅 순서에서 iSCSI vNIC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또는 부팅 순서를 변경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iSCSI vNIC를 추가하려면 iSCSI vNICs 영역에서 iSCSI vNIC를 두 번 클릭하여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 부팅 순서에서 iSCSI vNIC를 삭제하려면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서 iSCSI vNIC를 선택
하고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 iSCSI vNIC 부팅 순서를 변경하려면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서 iSCSI vNIC를 선택하고
Move Up 또는 Move Down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단계 8

부팅 매개변수를 변경하려면 iSCSI vNICs 영역에서 Set Boot Parameters(부팅 매개변수 설정) 링크
를 클릭합니다.
2개의 iSCSI vNIC가 있을 경우 부팅 매개변수를 변경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단계 9

Set iSCSI Boot Parameters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의 값을 변경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부팅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iSCSI vNIC의 이름.

Authentication Profile(인증 프로 연결된 iSCSI 인증 프로필의 이름.
필)드롭다운 목록
Create Authentication Profile(인 모든 iSCSI vNI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iSCSI 인증 프로필을 생성
증 프로필 생성) 링크
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Initiator Name(개시자 이름)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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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Initiator Name Assignment(개시 iSCSI 부팅 개시자 이름이 지정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음 방
자 이름 지정)드롭다운 목록
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Manual(수동)—Initiator Name(개시자 이름) 필드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개시자 이름은 최대 223자입니다.
• Pools(풀)—지정할 이름의 IQN 접미사 풀을 선택합니다.
참고

참고

필요하다면 개시자 이름을 변경하거나 재설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프로필
레벨에서 개시자 IQN 변경, 564 페이지
Set iSCSI Boot Parameters(iSCSI 부팅 매개변수 설정) 대화
상자에서 개시자 이름을 설정하면 서비스 프로필 레벨이
아니라 iSCSI vNIC 레벨의 개시자 IQN이 설정됩니다. 둘
이상의 경로가 구성된 경우 iSCSI vNICs 탭에서 또는 서비
스 프로필 생성 시 개시자 IQN을 설정해야 합니다.

Create IQN Suffix Pool(IQN 접 모든 iSCSI vNI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IQN 접미사 풀을 생
미사 풀 생성) 링크
성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Initiator Name(개시자 이름) 필 iSCSI 개시자의 이름을 정의하는 정규식.
드
임의의 영숫자 문자열 및 다음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마침표)
• :(콜론)
• -(대시)

단계 11 Initiator IP Address Policy(개시자 IP 주소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 사항을 다음 중 하나로 변
경합니다.
옵션

설명

선택(기본적으로 DHCP 사 DHCP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용)
13단계로 진행합니다.
Static

이 영역에 입력한 정보에 따라 고정 IPv4 주소가 iSCSI 부팅 vNIC에 지
정됩니다.
12단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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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Pool

관리 IP 주소 풀에서 iSCSI 부팅 vNIC에 IPv4 주소가 지정됩니다.
13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12 Initiator IP Address Policy(개시자 IP 주소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Static(고정)을 선택한 경우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IPv4 Address(IPv4 주소) 필드

iSCSI 부팅 vNIC에 지정된 IPv4 주소.
이 주소를 지정하려는 경우 Initiator IP Address Policy(개시자
IP 주소 정책)드롭다운 목록에서 Static(고정)을 선택해야 합
니다.

Subnet Mask(서브넷 마스크) 필드

IPv4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

Default Gateway(기본 게이트웨이) IPv4 주소의 기본 게이트웨이.
필드
Primary DNS(기본 DNS) 필드

기본 DNS 서버 주소.

Secondary DNS(보조 DNS) 필드

보조 DNS 서버 주소.

단계 13 iSCSI 대상 인터페이스의 경우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iSCSI 고정 대상 인터페이스

구성해야 할 고정 대상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14단계로 진행합니다.

iSCSI 자동 대상 인터페이스

시스템에서 자동 대상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자동 대상에서
개시자 아니면 DHCP 벤더 ID를 사용할지 지정해야 합니다.
15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14 iSCSI Static Target Interface를 선택한 경우 Static Target Interface 테이블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
합니다.
• iSCSI 고정 대상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려면 Add를 클릭합니다. iSCSI 대상 인터페이스를 수정하
려면 변경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Modify를 클릭합니다. 이제 Create iSCSI Static Target(iSCSI
고정 대상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하거나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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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iSCSI Target Name(SCSI 대상 iSCSI 대상의 IQN(iSCSI Qualified Name) 또는 EUI(Extended
이름) 필드
Unique Identifier)를 정의하는 정규식.
임의의 영숫자 및 다음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마침표)
• :(콜론)
• -(대시)
이 이름은 표준 IQN 또는 EUI 지침에 따라 올바른 형
식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예는 올바른 형식의 ISCSI 대상 이름입니다.
중요

• iqn.2001-04.com.example
• iqn.2001-04.com.example:storage:diskarrays-sn-a8675309
• iqn.2001-04.com.example:storage.tape1.sys1.xyz
• iqn.2001-04.com.example:storage.disk2.sys1.xyz
• eui.02004567A425678D
Priority(우선 순위) 필드

iSCSI 대상에 대해 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우선 순위.

Port(포트) 필드

iSCSI 대상과 연결된 포트.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3260입니다.

Authentication Profile(인증 프 연결된 iSCSI 인증 프로필의 이름.
로필)드롭다운 목록
Create iSCSI Authentication 모든 iSCSI vNI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iSCSI 인증 프로필을
Profile(SCSI 인증 프로필 생성) 생성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링크
IPv4 Address(IPv4 주소) 필드 iSCSI 대상에 지정된 IPv4 주소.
LUN Id 필드

iSCSI 대상의 LUN 식별자.

• iSCSI 대상 인터페이스를 삭제하려면 iSCSI 대상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Delete를 클릭합니다.
참고

iSCSI 고정 대상이 2개 있고 제1 우선 순위 대상을 삭제할 경우 제2 우선 순위 대상이 제1 우
선 순위가 됩니다. 단 Cisco UCS Manager에서는 여전히 제2 우선 순위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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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5 iSCSI Auto Target Interface를 선택한 경우 DHCP Vendor Id 필드에서 개시자 이름 또는 DHCP 벤더
ID로 변경합니다. 개시자가 이미 구성된 상태여야 합니다. 벤더 ID는 최대 32자의 영숫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IQN 풀
IQN 풀은 Cisco UCS domain에서 iSCSI vNIC가 개시자 식별자로 사용할 IQN(iSCSI Qualified Name)의
모음입니다.
IQN 풀 멤버는 접두사:접미사:번호의 형식입니다. 즉 접두사, 접미사, 번호 블록(범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IQN 풀은 번호 범위 및 접미사가 서로 다르지만 접두사는 동일한 IQN 블록을 둘 이상 포함할 수 있습
니다.

IQN 풀 생성
참고

대개의 경우 최대 IQN 크기(접두사 + 접미사 + 추가 문자)는 223자입니다. Cisco UCS NIC M51KR-B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IQN 크기를 128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풀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QN Pools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IQN Suffix Pool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IQN Suffix Pool(IQN 접미사 풀 생성) 마법사의 Define Name and Description(이름 및 설명 정
의) 페이지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IQN(iSCSI Qualified Name) 풀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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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Description(설명) 필드

풀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efix(접두사) 필드

이 풀에 대해 생성된 IQN 블록의 접두사.
1자 ~ 150자로 입력합니다. 임의의 영숫자 및 특수 문자인 .(마침
표), :(콜론), -(하이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qn1.alpha.co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signment Order(지정 순서) 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드
• Default(기본)—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임의의 ID를 선
택합니다.
• Sequential(순차적)—Cisco UCS Manager가 풀에서 사용 가능
한 가장 낮은 ID를 선택합니다.

단계 6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reate IQN Suffix Pool(IQN 접미사 풀 생성) 마법사의 Add IQN Blocks(IQN 블록 추가) 페이지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reate a Block of IQN Suffixes(IQN 접미사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Suffix(접미사) 필드

이 IQN(iSCSI Qualified Name) 블록의 접미사.
1자 ~ 64자로 입력합니다. 임의의 영숫자 및 특수 문자인 .(마침표),
:(콜론), -(하이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phadc-1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9

From(시작) 필드

블록의 첫 접미사 번호.

Size(크기) 필드

블록의 접미사 수.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0 Finish(마침)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IQN 접미사 풀을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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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N 풀에 블록 추가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풀을 포함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QN Pools(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원하는 IQN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a Block of IQN Suffixes(IQN 접미사 블록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reate a Block of IQN Suffixes(IQN 접미사 블록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Suffix(접미사) 필드

이 IQN(iSCSI Qualified Name) 블록의 접미사.
1자 ~ 64자로 입력합니다. 임의의 영숫자 및 특수 문자인 .(마침표),
:(콜론), -(하이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phadc-1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7

From(시작) 필드

블록의 첫 접미사 번호.

Size(크기) 필드

블록의 접미사 수.

OK(확인)를 클릭합니다.

IQN 풀에서 블록 삭제
풀에서 주소 블록을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블록에서 vNIC 또는 vHBA에 지정된 어떤
주소도 재지정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블록으로부터 지정된 모든 주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
지 vNIC 또는 vHBA에 남아 있습니다.
•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이 삭제됩니다.
• 주소가 지정된 vNIC 또는 vHBA가 삭제됩니다.
• vNIC 또는 vHBA가 다른 풀에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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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풀을 포함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QN Pools(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IQN 접미사를 삭제할 IQN 풀을 선택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IQN Blocks(IQN 블록)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삭제할 블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8

Yes(예)를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합니다.

단계 9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IQN 풀 삭제
풀을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그 풀에서 vNIC 또는 vHBA에 지정되었던 어떤 주소도 재지
정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풀로부터 지정된 모든 주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vNIC 또는
vHBA에 남아 있습니다.
•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이 삭제됩니다.
• 주소가 지정된 vNIC 또는 vHBA가 삭제됩니다.
• vNIC 또는 vHBA가 다른 풀에 지정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AN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AN 탭에서 SAN > Pools(풀)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풀을 포함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IQN Pools(풀)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5

삭제할 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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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부팅
LAN에 있는 중앙 집중식 프로비저닝 서버에서 하나 이상의 서버를 부팅하도록 부팅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AN(또는 PXE) 부팅은 LAN 서버로부터 서버에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데 자주 쓰입니
다.
LAN 부팅 정책에 둘 이상의 부팅 디바이스 유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디스크 또는
가상 미디어 부팅을 제2 부팅 디바이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팅 정책에 대한 LAN 부팅 구성
또한 어떤 서비스 프로필이나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으로 제한되는 로컬 부팅 정책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여러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포함될 수 있는 전역 부팅 정책을 생
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팅 정책에 둘 이상의 부팅 디바이스 유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디스크 또는 가상
미디어 부팅을 제2 부팅 디바이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부팅 정책 생성, 547 페이지에서 곧바로 이어집니다.

절차
단계 1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vNICs 영역을 확장합니다.

단계 2

Add LAN Boot(LAN 부팅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단계 3

Add LAN Boot(LAN 부팅 추가) 대화 상자의 vNIC 필드에 LAN 부팅에 사용할 vNIC의 이름을 입력
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다른 부팅 디바이스를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 OK(확인)를 클릭하여 마칩니다.

다음에 할 작업
부팅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서버가 부팅 정책을 포함하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되면 서버의 General(일반) 탭 Boot Order Details(부
팅 순서 세부 사항) 영역에서 실제 부팅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 디바이스 부팅
Cisco UCS Manager에서는 다양한 로컬 디바이스에서 부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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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확장 부팅 순서를 사용하는 Cisco UCS M3 및 M4블레이드 및 랙 서버의 경우 최상위 및 차상위 부
팅 디바이스를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 부팅 순서를 사용하는 Cisco UCS M1 및 M2 블레
이드 및 랙 서버의 경우 최상위 디바이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컬 디바이스 부팅
서버에 로컬 드라이브가 있을 경우 최상위 로컬 디스크 디바이스에서 또는 다음 차상위 디바이스 중
하나에서 서버를 부팅하는 부팅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로컬 LUN
• SD 카드
• 내부 USB
• 외부 USB

참고

차상위 디바이스는 확장 부팅 순서를 사용하는 Cisco UCS M3 및 M4 블레이드/랙 서버에서만 사
용 가능합니다. 표준 부팅 순서를 사용하는 Cisco UCS M1 및 M2 블레이드/랙 서버의 경우 최상위
Add Local Disk(로컬 디스크 추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상 미디어 부팅
서버에서 액세스 가능한 가상 미디어 디바이스에서 하나 이상의 서버를 부팅하는 부팅 정책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가상 미디어 디바이스는 물리적 CD/DVD 디스크(읽기 전용) 또는 플로피 디스크(읽
기-쓰기)를 서버에 삽입하는 것을 모방합니다. 이 유형의 서버 부팅은 대개 서버에서 운영 체제를 수
동으로 설치하는 데 사용합니다.

참고

차상위 디바이스는 확장 부팅 순서를 사용하는 Cisco UCS M3 및 M4 블레이드/랙 서버에서만 사
용 가능합니다. 표준 부팅 순서를 사용하는 Cisco UCS M1 및 M2 블레이드/랙 서버의 경우 최상위
Add CD/DVD(CD/DVD 추가) 또는 Add Floppy(플로피 추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격 가상 드라이브 부팅
서버에서 액세스 가능한 원격 가상 드라이브에서 하나 이상의 서버를 부팅하는 부팅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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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팅 정책에 대한 로컬 디스크 부팅 구성
또한 어떤 서비스 프로필이나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으로 제한되는 로컬 부팅 정책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여러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포함될 수 있는 전역 부팅 정책을 생
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팅 정책에 둘 이상의 부팅 디바이스 유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D 카드 부팅을 제2 부
팅 디바이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부팅 정책 생성, 547 페이지에서 곧바로 이어집니다.

절차
단계 1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Local Devices(로컬 디바이스) 영역을 확장합니다.

단계 2

다음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하여 디바이스를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 Add Local Disk(로컬 디스크 추가) 또는
◦ Add Local LUN(로컬 LUN 추가)
◦ Add SD Card(SD 카드 추가)
◦ Add Internal USB(내부 USB 추가)
◦ Add External USB(외부 USB 추가)
참고

단계 3

확장 부팅 순서를 사용하는 Cisco UCS M3 및 M4블레이드 및 랙 서버의 경우 최상위 및 차상
위 부팅 디바이스를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 부팅 순서를 사용하는 Cisco UCS M1 및
M2 블레이드 및 랙 서버의 경우 최상위 디바이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다른 부팅 디바이스를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 OK(확인)를 클릭하여 마칩니다.

다음에 할 작업
부팅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서버가 부팅 정책을 포함하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되면 서버의 General(일반) 탭 Boot Order Details(부
팅 순서 세부 사항) 영역에서 실제 부팅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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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팅 정책을 위한 가상 미디어 부팅 구성
또한 어떤 서비스 프로필이나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으로 제한되는 로컬 부팅 정책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여러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포함될 수 있는 전역 부팅 정책을 생
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팅 정책에 둘 이상의 부팅 디바이스 유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디스크 부팅을 제
2 부팅 디바이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Virtual Media에서는 USB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USB 기능에 영향을 주는 BIOS 설
정을 수정할 경우 Virtual Media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상의 성능을 얻으려면 다음 USB
BIOS 기본값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Make Device Non Bootable(디바이스를 부팅할 수 없음)—disabled(비활성)로 설정합니다.
• USB Idle Power Optimizing Setting(USB 유휴 전력 최적화 설정)—high-performance(고성능)
로 설정합니다.
이 절차는 부팅 정책 생성, 547 페이지에서 곧바로 이어집니다.

절차
단계 1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Local Devices(로컬 디바이스) 영역을 확장합니다.

단계 2

다음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하여 디바이스를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 Add CD/DVD(CD/DVD 추가) 또는
◦ Add Local CD/DVD(로컬 CD/DVD 추가)
◦ Add Remote CD/DVD(원격 CD/DVD 추가)
• Add Floppy(플로피 추가) 또는
◦ Add Local Floppy(로컬 플로피 추가)
◦ Add Remote Floppy(원격 플로피 추가)
• Add Remote Virtual Drive(원격 가상 드라이브 추가)
참고

단계 3

확장 부팅 순서를 사용하는 Cisco UCS M3 및 M4블레이드 및 랙 서버의 경우 최상위 및 차상
위 부팅 디바이스를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 부팅 순서를 사용하는 Cisco UCS M1 및
M2 블레이드 및 랙 서버의 경우 최상위 디바이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다른 부팅 디바이스를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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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확인)를 클릭하여 마칩니다.

다음에 할 작업
부팅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 포함시킵니다.
서버가 부팅 정책을 포함하는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되면 서버의 General(일반) 탭 Boot Order Details(부
팅 순서 세부 사항) 영역에서 실제 부팅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Media 부팅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Boot Policies(부팅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Boot Policy(부팅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Boot Policy(부팅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정책의 이름입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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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Reboot on Boot Order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부팅 순서를 변경할 경우 서버를 재부팅합
Change(부팅 순서 변경 시 재부 니다. 이 옵션이 선택될 경우 다음 작업이 수행됩니다.
팅) 확인란
• vMedia 정책에 CDD/HDD 디바이스가 있고 동일한 디바이스
가 부팅 정책에도 있을 경우 이 디바이스에 대한 vMedia 정책
을 변경하면 서버가 재부팅됩니다. 이 재부팅은 최신 마운트
이미지로부터 부팅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 vMedia 정책에 CDD/HDD 디바이스가 있고 동일한 디바이스
가 부팅 정책에는 없을 경우 이 디바이스에 대한 vMedia 정책
을 변경하더라도 서버가 재부팅되지 않습니다.
참고

Boot Mode(부팅 모드) 필드

이 옵션이 선택되지 않을 경우 vMedia 정책을 수정하더라
도 호스트가 재부팅되지 않습니다. 가상화되지 않은 어댑
터에 대해 부팅 디바이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항상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활성화된 부팅 모드의 유형.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Legacy(레거시)—시스템이 UEFI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선택
합니다.
• Uefi—시스템이 UEFI를 지원할 경우 선택합니다.
참고

UEFI 부팅 모드에서는 어댑터 펌웨어가 UEFI를 지원하고
부팅 디바이스에 UEFI 인식 운영 체제가 있으며 서비스
프로필이 Cisco UCS M3 블레이드 또는 랙 서버와 연결되
어 있어야 합니다.

단계 5

부팅 순서에 가상 원격 vMedia 디바이스를 추가하려면 CIMC Mounted vMedia(CIMC 마운트 vMedia)
를 확장합니다.

단계 6

Add Remote vMedia HDD or Add Remote vMedia CD/DVD(원격 vMedia HDD 추가 또는 원격 vMedia
CD/DVD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vMedia 디바이스에 따라 Add Remote vMedia(원격 vMedia 추가)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단계 7

드롭다운 목록에서 CIMC 마운트 CD/DVD 또는 CIMC 마운트 HDD를 추가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vMedia 부팅 정책이 Boot Order(부팅 순서) 창에 추가됩니다.

다음에 할 작업
vMedia 및 부팅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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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edia 서비스 프로필에 부팅 정책 추가
이 절차에서는 Create Service Profile (expert)(서비스 프로필 생성 - 전문가) 마법사의 Server Boot
Order(서버 부팅 순서) 페이지에서 vMedia에 대한 부팅 정책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조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ervice Profile (expert)(서비스 프로필 생성)(전문
가)을 선택합니다.
Unified Computing System Manager 창이 표시됩니다.

단계 5

Name(이름) 필드에서 서비스 프로필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2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
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동일한 조직에 속한 모든 서비스 프
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이 이름은 서비스 프로필을 만드는 조직 또는 하위 조직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단계 6

UUID Assignment(UUID 지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Option

설명

Select (pool default used by default)

기본 UUID 접미사 풀에서 UUID를 지정합
니다.
8단계로 진행합니다.

Hardware Default(하드웨어 기본값)

제조사가 서버에 지정한 UUID를 사용합
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서비스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될 때까지 UUID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조사가 서버에
지정한 UUID 값으로 설정됩니다. 나중에
서비스 프로필이 다른 서버로 이동할 경우
UUID는 새 서버와 매칭하도록 변경됩니
다.
8단계로 진행합니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수동으로 지정한 UUID를 사용합니다.
7단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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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설명

Pools(풀)Pool_Name

드롭다운 목록의 맨 아래에 있는 목록에서
선택한 UUID 접미사 풀로부터 UUID를 지
정합니다.
각 풀 이름의 뒤에는 2개의 숫자가 괄호로
묶여 있는데, 이는 풀에서 사용 가능한
UUID의 수 및 풀에 있는 총 UUID 개수를
나타냅니다.
기존 풀을 사용하지 않되 모든 서비스 프
로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풀을 생성하려
면 4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8
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7

(선택 사항)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옵션을 선택한 경우 다음을 수
행합니다.
a) UUID에 이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는 서버에 지정하려는 유효한 UUID를 입력합니다.
b) 선택된 UUID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here 링크를 클릭합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이 서비스 프로필에 사용할 UUID 접미사 풀을 새로 만들려면 Create UUID Suffix
Pool(UUID 접미사 풀 생성)을 클릭하고 Create UUID Suffix Pool(UUID 접미사 풀 생성) 마법사에서
필드를 완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UID 접미사 풀 생성, 40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9

(선택 사항) 텍스트 상자에 이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
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10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11 Create Service Profile (expert)(서비스 프로필 생성 - 전문가)로 이동하고 Server Boot Order(서버 부
팅 순서)를 클릭합니다.
Boot Policy(부팅 정책) 창이 표시됩니다.
단계 12 Boot Policy(부팅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Select Boot Policy to use(사용할
부팅 정책 선택)

이 서비스 프로필에 기본 부팅 정책을 지정합니다.
13단계로 진행합니다.

Create a Specific Boot Policy(특정 이 서비스 프로필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로컬 부팅 정책을 생성할
부팅 정책 만들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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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Boot Policies(부팅 정
책)Policy_Name

기존 부팅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
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정책의 세부 사항을 표시합니
다.
기존 정책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되 모든 서비스 프로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정책을 생성하려면 Create Boot Policy(부팅 정
책 생성)를 클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록에서 정책을 생성하
고 13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13 모든 서비스 프로필 및 템플릿에서 액세스 가능한 새 부팅 정책을 생성했다면 Boot Policy(부팅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그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14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서비스 프로필을 Cisco UCS 서버와 연결합니다.

부팅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Boot Policies(부팅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UEFI 부팅 매개변수
서버의 UEFI 부팅 모드는 플랫폼 하드웨어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UEFI OS 부트 로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부트 엔트리가 서버의 BIOS 플래시에 저장됩니다. Cisco UCS Manager Release
2.2(4) 이전 릴리스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이 다른 서버로 마이그레이션될 때 목적지 서버에서 부트 로
더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버가 UEFI 부트 모드에서 부팅하게끔 BIOS에서 부트 로더
정보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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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M Release 2.2(4)에서는 UEFI 부팅 매개변수가 도입되어 목적지 서버에 있는 UEFI OS 부트
로더의 위치 정보를 BIOS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BIOS가 여기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버에서
부트 로더 정보를 사용하여 UEFI 부트 모드에서 부팅할 수 있습니다.

UEFI 부팅 매개변수에 대한 지침 및 제한 사항
• UEFI 부팅 매개변수는 부팅 모드가 UEFI일 때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Manager를 Release 2.2(4)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서비스 프로필 마이그레이션 중에
UEFI 부팅이 실패하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상 디바이스에서 명시적으로 UEFI 부팅
매개변수를 생성해야 UEFI 지원 OS에 성공적으로 부팅할 수 있습니다.
• UEFI 부팅 매개변수는 2단계 부팅 순서를 지원하는 모든 M3 이상 서버에서 지원됩니다.
• UEFI 부팅 매개변수는 다음 디바이스 유형에 대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SAN LUN
◦ ISCSI LUN
◦ 로컬 LUN
• UEFI 부팅 매개변수는 운영 체제별로 다릅니다. 다음 운영 체제에 대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VMware ESX
◦ SuSE Linux
◦ Microsoft Windows
◦ Red Hat Enterprise Linux 7

UEFI 부팅 매개변수 설정
시작하기 전에
부팅 정책의 Boot Mode(부팅 모드)가 Uefi여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Boot Policies(부팅 정책)를 확장하고 UEFI 부팅 매개변수를 구성하려는 부팅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To set UEFI boot parameters for a LUN, select the LUN in the Boot Order(부팅 순서) area and click Set
Uefi Boot Parameters.
중요
로컬 LUN, SAN LUN, iSCSI LUN에 대해서만 UEFI 부팅 매개변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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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

Set Uefi Boot Parameters(Uefi 부팅 매개변수 설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설명

Boot Loader Name(부트 로더 이름) 필드

부트 로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Boot Loader Path(부트 로더 경로) 필드

부트 로더가 위치한 경로를 지정합니다. 이것은 필
수 항목입니다.

Boot Loader Description(부트 로더 설명) 필드 부트 로더에 대해 설명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8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UEFI 부팅 매개변수 수정
시작하기 전에
부팅 정책의 Boot Mode(부팅 모드)가 Uefi여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Boot Policies(부팅 정책)를 확장하고 UEFI 부팅 매개변수를 수정하려는 부팅 정책을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이미 UEFI 부팅 매개변수가 있는 LUN에 대해 부팅 매개변수를 수정하려면 Boot Order(부팅 순서)
영역에서 LUN을 선택하고 Modify Uefi Boot Parameters(Uefi 부팅 매개변수 수정)를 클릭합니다.
중요
로컬 LUN, SAN LUN, iSCSI LUN에 대해서만 UEFI 부팅 매개변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Modify Uefi Boot Parameters(Uefi 부팅 매개변수 수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계 6

이름

설명

Boot Loader Name(부트 로더 이름) 필드

부트 로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Boot Loader Path(부트 로더 경로) 필드

부트 로더가 위치한 경로를 지정합니다. 이것은 필
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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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Boot Loader Description(부트 로더 설명) 필드 부트 로더에 대해 설명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8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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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 업데이트 유예 구축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프로필 유예 구축, 589 페이지
• 예약 구성, 592 페이지
• 유지관리 정책 구성, 604 페이지
• 보류 중 활동 관리, 607 페이지

서비스 프로필 유예 구축
서비스 프로필 또는 업데이트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대한 일부 수정은 와해적 변경이 되어 서버 재
부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 구축을 구성하여 이 와해적 컨피그레이션 변경이 구현되는
시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프로필 변경을 즉시 구축하거나 지정된 유지관리 윈도
우에 구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프로필 구축에 명시적 사용자 승인이 필요한지 여
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예 구축은 서비스 프로필과 서버의 연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컨피그레이션 변경에서 사용 가
능합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 변경은 서비스 프로필,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된 정책 또는 업데이트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의 변경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 BIOS, RAID 컨트롤러, 호스
트 HBA, 네트워크 어댑터 등 호스트 펌웨어 패키지 및 관리 펌웨어 패키지를 통한 업그레이드 및 활
성화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sco UCS Manager, 패브릭 인터커넥트, I/O 모듈 등 펌웨어 패키
지를 사용하지 않는 구성 요소에 대한 펌웨어 이미지의 직접 구축은 유예할 수 없습니다.
유예 구축은 서버 재부팅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작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프로필과 서버의 초기 연결
• 서비스 프로필과 서버의 최종적인 연결 해제 - 서비스 프로필을 다른 서버와 연결하지 않음
• 서버 서비스 해제
• 서버 재승인
• 서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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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 변경의 구축을 유예하려면 하나 이상의 유지관리 정책을 구성하고 각 서비스 프로필
에 유지관리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구축이 수행될 기간을 정의하려면 하나 이상의 반복 어커런스
또는 일회성 어커런스가 포함된 예약도 하나 이상 생성하고 그 예약을 유지관리 정책에 포함해야 합
니다.

유예 구축 예약
예약은 어커런스의 모음입니다. 이 어커런스는 일회성이거나 매주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커런스에 정의된 옵션(예: 어커런스 지속 기간, 작업 실행 최대 횟수)에 따라 서비스 프로
필 변경의 배포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지관리 윈도우에서 최대 기간 또는 작업 횟수
에 도달한 관계로 변경을 배포할 수 없다면 그 배포는 다음 유지관리 윈도우로 이월됩니다.
각 예약에서는 Cisco UCS domain에서 하나 이상의 유지관리 윈도우를 시작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
로 확인합니다. 윈도우를 시작한 경우 예약은 유지관리 정책에 지정된 제한에 따라 적합한 배포를 실
행합니다.
예약은 하나 이상의 어커런스를 포함하며, 이는 해당 예약의 유지관리 윈도우를 결정합니다. 어커런
스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일회성 어커런스
일회성 어커런스는 단일 유지관리 윈도우를 정의합니다. 이 윈도우는 윈도우의 최대 지속 기간
까지 또는 윈도우에서 실행 가능한 최대 작업 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반복 어커런스
반복 어커런스는 일련의 유지관리 윈도우를 정의합니다. 이 윈도우는 어커런스에 지정된 최대
작업 수 또는 일과 종료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유지관리 정책
유지관리 정책은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프로필에 바인딩된 업데이
트 서비스 프로필이 변경되어 서버 재부팅이 필요할 경우 Cisco UCS Manager의 응답을 결정합니다.
유지관리 정책은 Cisco UCS Manager에서 서비스 프로필 변경을 배포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이 배
포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즉시
•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승인할 때
• 예약에 지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유지관리 정책이 예약된 유지관리 윈도우 중에 변경을 배포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 정책은 유효한 예
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약은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유지보수 윈도우에서 변경을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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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지보수 정책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변경이 있을 때 즉각적인 서버 재부
팅을 방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정책이 당장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되는 것을 막을 수
는 없습니다.
•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을 시스템에서 삭제
• 서버 프로필을 서버에서 연결 해제
• 서비스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직접 설치
• 서버 재설정

보류 중 활동
Cisco UCS domain에서 유예 구축을 구성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모든 보류 중 활동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승인 대기 중인 활동 및 예약된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Cisco UCS domain에 보류 중인 활동이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관리자 권한의 사용
자가 로그인하면 알립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보류 중 활동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구축하거나 서버와 연결할 서비스 프로필의 이름
• 구축 대상 서버
• 구축에 따른 중단
• 구축에 따른 변경

참고

특정 보류 중 활동을 서버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인 유지관리 윈도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유지
관리 윈도우는 보류 중인 활동 수 및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된 유지관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 승인 또는 유지관리 윈도우를 대기 중이든 상관없이
보류 중 작업을 수동으로 개시하고 즉시 서버를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유예 구축에 대한 지침 및 제한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취소할 수는 없음
보류 중인 변경을 취소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버 재부팅 없이 변경 롤백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변경의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변경 롤백을 위해 서버를 다시 재부팅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vNIC를 삭제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된 유지
보수 정책에 따라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의 원래 vNIC를 복원하더라도 이 재부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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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버의 2차 구축 및 재부팅을 예약합
니다.
서비스 프로필 연결 시 유지 보수 윈도우의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Cisco UCS Manager에서 서비스 프로필의 연결을 시작한 후에는 스케줄러 및 유지 보수 정책에서 더
이상 절차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연결이 주어진 유지 보수 윈도우 내에서 완료되지 않
을 경우 그 완료 시점까지 프로세스가 계속됩니다. 이를테면 재시도 단계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해 연
결이 제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류 중 활동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음
예약 구축은 동시에 독립적으로 실행됩니다. 구축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서비스
프로필 변경의 구축이 다른 서비스 프로필 변경의 구축에 종속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보류 중 활동의 부분 구축을 수행할 수 없음
Cisco UCS Manager에서는 예약된 유지 보수 윈도우에서 서비스 프로필의 모든 변경 사항을 적용합
니다. 서비스 프로필의 여러 변경을 동시에 수행한 다음 이 변경 사항을 여러 유지 보수 윈도우에 걸
쳐 확산시킬 수 없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서비스 프로필 변경 사항을 구축할 때 데이터베이
스에 있는 최근 컨피그레이션과 매칭하도록 서비스 프로필 변경을 구성합니다.

예약 구성
예약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chedules(예약)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chedule(예약 생
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3

Create Schedule(예약 생성) 마법사의 Identify Schedule(예약 식별) 페이지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
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예약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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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Description(설명) 필드

예약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예약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wner(소유자) 필드

예약의 소유자.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Local(로컬)—Cisco UCS Manager가 예약을 소유합니다. 이는
해당 Cisco UCS domain에서 구성됩니다.
• Pending Global(보류 전역)—Cisco UCS Manager가 이 예약을
Cisco UCS Central에 전송하는 중입니다.
• Global(전역)—Cisco UCS Central에서 예약을 소유하며, 원격
서버에 구성됩니다.

단계 4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5

One Time Occurrences(일회성 어커런스)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Next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예약에 대해서는 일회성 어커런스를 생성하지 않
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8단계로 진행합니다.

Add

Create a One Time Occurrence(일회성 어커런스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여기
서 이 예약이 실행될 단일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6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Create a One Time Occurrence(일회성 어커런스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
다.
a)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이 예약의 일회성 어커런스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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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 업데이트 유예 구축
예약 생성

이름

설명

Start Time(시작 시간) 필드

어커런스가 일어날 날짜와 시간.
필드 끝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달력을 표시하고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Options(옵션) 영역을 확장합니다.
c) Options(옵션)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Max Duration(최대 기간) 필드 이 예약 어커런스의 최대 실행 시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
다.
• None(없음)—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어커런스가 실행
되지 않습니다.
• other(기타)—Cisco UCS Manager GUI에서 dd:hh:mm:ss 필
드를 표시하므로 어커런스가 실행 가능한 최대 기간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가 지정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예약 작업을 완수합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기간은 none입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최대 작업 수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 윈도우는 모든 보
류 중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Max Number of Tasks(최대 작 이 어커런스에서 실행 가능한 예약된 작업의 최대 횟수. 다음 중
업 수) 필드
하나일 수 있습니다.
• Unlimited(무제한)—Cisco UCS는 이 작업이 Max
Duration(최대 기간) 필드에 지정된 최대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예약된 모든 작업을 실행합니다. Max Duration이
none으로 설정된 가운데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유지관리
윈도우는 모든 보류 중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 Other(기타)—ucsm—Cisco UCS Manager GUI에서 텍스트
필드를 표시하므로 이 어커런스에 실행 가능한 최대 작업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
니다.
참고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594

예약이 오류 억제 작업과 연결될 경우 이 옵션은 적용되
지 않습니다.

서비스 프로필 업데이트 유예 구축
예약 생성

이름

설명

Max Number of Concurrent
이 어커런스에서 동시 실행 가능한 최대 작업 수. 다음 중 하나
Tasks(최대 동시 작업 수) 필드 일 수 있습니다.
• Unlimited(무제한)—Cisco UCS는 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동시 작업을 실행합니다.
• other(기타)—Cisco UCS Manager GUI에서 텍스트 필드를
표시하므로 이 어커런스에 실행 가능한 최대 동시 작업 수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
다.
참고

Minimum Interval Between
Tasks(작업 최소 간격) 필드

예약이 오류 억제 작업과 연결될 경우 이 옵션은 적용되
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최소 기간.
이 설정은 최대 동시 작업 수가 None이 아닌 값으로 설정된 경
우에만 유의미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Cisco UCS는 최대한 일찍 다음 작업을 실행
합니다.
• other(기타)—Cisco UCS Manager GUI에서 dd:hh:mm:ss 필
드를 표시하므로 Cisco UCS가 작업 사이에 기다리는 최소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약이 오류 억제 작업과 연결될 경우 이 옵션은 적용되
지 않습니다.

d)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7

다른 일회성 어커런스를 추가하려면 Add(추가)를 클릭하고 6단계를 반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Next(다음)을 클릭합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이 예약에 대해 반복 어커런스를 정의하려면 Recurring Occurrences(반복 어커런스) 페
이지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a) Create a Recurring Occurrence(반복 어커런스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이 예약의 반복 어커런스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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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 업데이트 유예 구축
예약 생성

이름

설명

Day(일) 필드

Cisco UCS에서 이 예약의 어커런스를 실행하는 날. 다음 중 하
나일 수 있습니다.
• every day(매일)
• Monday(월)
• Tuesday(화)
• Wednesday(수)
• Thursday(목)
• Friday(금)
• Saturday(토)
• Sunday(일)
• odd days(홀수 날)
• even days(짝수 날)

Hour(시간) 필드

지정된 날에 이 예약의 어커런스가 시작하는 시간. 0 ~ 24의 정
수이며, 0과 24 모두 자정을 가리킵니다.
Cisco UCS는 최대 지속 기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모
든 반복 어커런스를 시작한 날에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시작 시간을 오후 11시, 최대 지속 기간을 3시간으로 지
정할 경우 Cisco UCS는 어커런스를 오후 11시에 시작하
되 불과 59분 후인 11시 59분에 끝냅니다.
어커런스가 오후 11시 59분 전에 끝날 수 있도록 시작 시간을 빠
른 시간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참고

Minute(분) 필드

예약 어커런스가 시작하는 시간의 분. 0 ~ 60의 정수입니다.

b)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Options(옵션) 영역을 확장합니다.
c) Options(옵션)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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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 업데이트 유예 구축
예약 생성

이름

설명

Max Duration(최대 기간) 필드 이 예약의 각 어커런스의 최대 실행 시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
습니다.
• None(없음)—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어커런스가 실행
되지 않습니다.
• other(기타)—Cisco UCS Manager GUI에서 dd:hh:mm:ss 필
드를 표시하므로 어커런스가 실행 가능한 최대 기간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가 지정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예약 작업을 완수합니다.
Max Number of Tasks(최대 작 각 어커런스에서 예약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최대 횟수. 다음
업 수) 필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Unlimited(무제한)—Cisco UCS는 이 작업이 Max
Duration(최대 기간) 필드에 지정된 최대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예약된 모든 작업을 실행합니다. Max Duration이
none으로 설정된 가운데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유지관리
윈도우는 모든 보류 중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 Other(기타)—ucsm—Cisco UCS Manager GUI에서 텍스트
필드를 표시하므로 이 어커런스에 실행 가능한 최대 작업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
니다.
참고

예약이 오류 억제 작업과 연결될 경우 이 옵션은 적용되
지 않습니다.

Max Number of Concurrent
각 어커런스에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최대 작업 수. 다음 중
Tasks(최대 동시 작업 수) 필드 하나일 수 있습니다.
• Unlimited(무제한)—Cisco UCS는 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동시 작업을 실행합니다.
• other(기타)—Cisco UCS Manager GUI에서 텍스트 필드를
표시하므로 이 어커런스에 실행 가능한 최대 동시 작업 수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
다.
참고

예약이 오류 억제 작업과 연결될 경우 이 옵션은 적용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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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에 대한 일회성 어커런스 생성

이름

설명

Minimum Interval Between
Tasks(작업 최소 간격) 필드

시스템에서 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최소 기간.
이 설정은 최대 동시 작업 수가 None이 아닌 값으로 설정된 경
우에만 유의미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Cisco UCS는 최대한 일찍 다음 작업을 실행
합니다.
• other(기타)—Cisco UCS Manager GUI에서 dd:hh:mm:ss 필
드를 표시하므로 Cisco UCS가 작업 사이에 기다리는 최소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약이 오류 억제 작업과 연결될 경우 이 옵션은 적용되
지 않습니다.

d)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 다른 반복 어커런스를 추가하려면 Add(추가)를 클릭하고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단계 9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예약에 대한 일회성 어커런스 생성
참고

기본적으로 작업의 최대 지속시간 및 최대 작업 수는 none(없음)으로 설정됩니다. 이 기본값 중
하나라도 변경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유지 보수 창이 지속되는 시간에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습니다. 예약된 유지 보수 윈도우가 시작하는 즉시 보류 중인 모든 활동이 적용되며, 계
속해서 Cisco UCS Manager는 보류 중인 활동의 영향을 받는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이 작업이 모
두 완료될 때까지 수행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chedules(예약)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어커런스를 추가할 예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a One Time Occurrence(일회성
어커런스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a One Time Occurrence(일회성 어커런스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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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이 예약의 일회성 어커런스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Start Time(시작 시간) 필드

어커런스가 일어날 날짜와 시간.
필드 끝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달력을 표시하고 날짜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 5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Options(옵션) 영역을 확장합니다.

단계 6

Options(옵션)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Max Duration(최대 기간) 필드

이 예약 어커런스의 최대 실행 시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어커런스가 실행되
지 않습니다.
• other(기타)—Cisco UCS Manager GUI에서 dd:hh:mm:ss 필
드를 표시하므로 어커런스가 실행 가능한 최대 기간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가 지정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예약 작업을 완수합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기간은 none입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최
대 작업 수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 윈도우는 모든 보류 중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Max Number of Tasks(최대 작업 이 어커런스에서 실행 가능한 예약된 작업의 최대 횟수. 다음 중
수) 필드
하나일 수 있습니다.
• Unlimited(무제한)—Cisco UCS는 이 작업이 Max Duration(최
대 기간) 필드에 지정된 최대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예약
된 모든 작업을 실행합니다. Max Duration이 none으로 설정
된 가운데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유지관리 윈도우는 모든 보
류 중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 Other(기타)—ucsm—Cisco UCS Manager GUI에서 텍스트 필
드를 표시하므로 이 어커런스에 실행 가능한 최대 작업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참고

예약이 오류 억제 작업과 연결될 경우 이 옵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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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Max Number of Concurrent
Tasks(최대 동시 작업 수) 필드

이 어커런스에서 동시 실행 가능한 최대 작업 수.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Unlimited(무제한)—Cisco UCS는 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동시 작업을 실행합니다.
• other(기타)—Cisco UCS Manager GUI에서 텍스트 필드를 표
시하므로 이 어커런스에 실행 가능한 최대 동시 작업 수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참고

Minimum Interval Between
Tasks(작업 최소 간격) 필드

예약이 오류 억제 작업과 연결될 경우 이 옵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최소 기간. 이
설정은 최대 동시 작업 수가 None이 아닌 값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유의미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Cisco UCS는 최대한 일찍 다음 작업을 실행합
니다.
• other(기타)—Cisco UCS Manager GUI에서 dd:hh:mm:ss 필
드를 표시하므로 Cisco UCS가 작업 사이에 기다리는 최소 시
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단계 7

예약이 오류 억제 작업과 연결될 경우 이 옵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예약에 대한 반복 어커런스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chedules(예약)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어커런스를 추가할 예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a Recurring Occurrence(반복
어커런스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reate a Recurring Occurrence(반복 어커런스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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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이 예약의 반복 어커런스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ay(일) 필드

Cisco UCS에서 이 예약의 어커런스를 실행하는 날. 다음 중 하나
일 수 있습니다.
• every day(매일)
• Monday(월)
• Tuesday(화)
• Wednesday(수)
• Thursday(목)
• Friday(금)
• Saturday(토)
• Sunday(일)
• odd days(홀수 날)
• even days(짝수 날)

Hour(시간) 필드

지정된 날에 이 예약의 어커런스가 시작하는 시간. 0 ~ 24의 정수
이며, 0과 24 모두 자정을 가리킵니다.
Cisco UCS는 최대 지속 기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반복 어커런스를 시작한 날에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시작
시간을 오후 11시, 최대 지속 기간을 3시간으로 지정할 경
우 Cisco UCS는 어커런스를 오후 11시에 시작하되 불과
59분 후인 11시 59분에 끝냅니다.
어커런스가 오후 11시 59분 전에 끝날 수 있도록 시작 시간을 빠른
시간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참고

Minute(분) 필드

예약 어커런스가 시작하는 시간의 분. 0 ~ 60의 정수입니다.

단계 5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Options(옵션) 영역을 확장합니다.

단계 6

Options(옵션)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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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Max Duration(최대 기간) 필드

이 예약의 각 어커런스의 최대 실행 시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
니다.
• None(없음)—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어커런스가 실행되
지 않습니다.
• other(기타)—Cisco UCS Manager GUI에서 dd:hh:mm:ss 필
드를 표시하므로 어커런스가 실행 가능한 최대 기간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가 지정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예약 작업을 완수합니다.

Max Number of Tasks(최대 작업 각 어커런스에서 예약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최대 횟수. 다음
수) 필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Unlimited(무제한)—Cisco UCS는 이 작업이 Max Duration(최
대 기간) 필드에 지정된 최대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예약
된 모든 작업을 실행합니다. Max Duration이 none으로 설정
된 가운데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유지관리 윈도우는 모든 보
류 중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 Other(기타)—ucsm—Cisco UCS Manager GUI에서 텍스트 필
드를 표시하므로 이 어커런스에 실행 가능한 최대 작업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참고

Max Number of Concurrent
Tasks(최대 동시 작업 수) 필드

예약이 오류 억제 작업과 연결될 경우 이 옵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어커런스에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최대 작업 수. 다음 중 하
나일 수 있습니다.
• Unlimited(무제한)—Cisco UCS는 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동시 작업을 실행합니다.
• other(기타)—Cisco UCS Manager GUI에서 텍스트 필드를 표
시하므로 이 어커런스에 실행 가능한 최대 동시 작업 수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1 ~ 65535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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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이 오류 억제 작업과 연결될 경우 이 옵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프로필 업데이트 유예 구축
예약에서 일회성 어커런스 삭제

이름

설명

Minimum Interval Between
Tasks(작업 최소 간격) 필드

시스템에서 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최소 기간. 이
설정은 최대 동시 작업 수가 None이 아닌 값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유의미합니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Cisco UCS는 최대한 일찍 다음 작업을 실행합
니다.
• other(기타)—Cisco UCS Manager GUI에서 dd:hh:mm:ss 필
드를 표시하므로 Cisco UCS가 작업 사이에 기다리는 최소 시
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단계 7

예약이 오류 억제 작업과 연결될 경우 이 옵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예약에서 일회성 어커런스 삭제
이것이 예약의 유일한 횟수일 경우 해당 예약은 횟수 없음으로 재구성됩니다. 예약이 유지 보수 정책
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정책이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될 경우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된 서버와 관련된 어
떤 보류 중 활동도 구축할 수 없습니다. 보류 중 활동을 구축하려면 예약에 1회 또는 반복 횟수를 추
가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chedules(예약) > Schedule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One Time Occurrences(일회성 어커런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어커런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예약에서 반복 어커런스 삭제
이것이 예약의 유일한 횟수일 경우 해당 예약은 횟수 없음으로 재구성됩니다. 예약이 유지 보수 정책
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정책이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될 경우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된 서버와 관련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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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삭제

떤 보류 중 활동도 구축할 수 없습니다. 보류 중 활동을 구축하려면 예약에 1회 또는 반복 횟수를 추
가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chedules(예약) > Schedule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Recurring Occurrences(반복 어커런스)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어커런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예약 삭제
이 예약이 유지 보수 정책에 포함된 경우 해당 정책은 예약 없음으로 재구성됩니다. 그 정책이 서비
스 프로필에 지정될 경우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된 서버와 관련된 어떤 보류 중 활동도 구축할 수 없
습니다. 보류 중 활동을 구축하려면 유지 보수 정책에 예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chedules(예약)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예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유지관리 정책 구성
유지관리 정책 생성
시작하기 전에
자동 유예 구축에 대해 이 유지 보수 정책을 구성할 계획이라면 예약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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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Maintenance Policies(유지관리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Maintenance Policy(유
지관리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Maintenance Policy(유지관리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정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
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
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
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
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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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Reboot Policy(재부팅 정책) 필드

서비스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되거나 이미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이 변경될 경우 서버를 재
부팅해야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Reboot Policy
필드는 이 유지보수 정책을 포함한 서비스 프로
필과 연결된 서버가 언제 재부팅되는지 결정합니
다.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Immediate—서비스 프로필 연결이 완료되
거나 서비스 프로필 변경이 저장되는 즉시
서버가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
• User Ack—서비스 프로필 연결이 완료되거
나 변경이 이루어지면 사용자가 수동으로
서버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 Timer Automatic—Cisco UCS에서 Schedule
필드에 표시된 예약에 정의된 유지보수 윈
도우까지 모든 서비스 프로필 연결 및 변경
을 유예합니다.

단계 6

Schedule 드롭다운 목록

Reboot Policy가 Timer Automatic일 경우 예약에
따라 유지보수 작업이 서버에 적용될 시점이 결
정됩니다. Cisco UCS는 예약된 시간에 서버를 재
부팅하고 서비스 프로필 변경을 완료합니다.

Create Schedule(예약 생성)링크

이 Cisco UCS domain의 모든 개체에서 사용 가능
한 새 예약을 생성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정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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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Maintenance Policies(유지관리 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유지관리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보류 중 활동 관리
보류 중 활동 보기
절차
단계 1

툴바에서 Pending Activities(보류 중 활동)를 클릭합니다.

단계 2

다음 탭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User Acknowledged Activities(사용자 승인 활동)—Service Profiles(서비스 속성) 및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 탭으로 구성되며 사용자 승인을 받아야 완료할 수 있는 작업
을 표시합니다.
• Scheduled Activities(예약된 활동)—연결된 유지관리 예약에 따라 수행될 작업을 표시합니다.

단계 3

보류 중 활동의 세부 사항을 보려면 테이블의 행을 클릭합니다.
Server(서버) 열의 링크를 클릭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해당 서버의 속성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승인을 기다리는 서비스 프로필 변경 구축
중요

보류 중인 활동을 확인한 다음 Cisco UCS Manager에서 해당 서버를 재부팅하는 것을 막을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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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툴바에서 Pending Activities(보류 중 활동)를 클릭합니다.

단계 2

Pending Activities(보류 중 활동) 대화 상자에서 User Acknowledged Activities(사용자 승인 활동) 탭
을 클릭하고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3

즉시 삭제할 각 보류 중 활동 각각에서 Reboot Now(지금 재부팅) 열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단계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보류 중 활동의 영향을 받는 서버를 즉시 재부팅합니다.

사용자 승인을 기다리는 모든 서비스 프로필 변경 구축
중요

보류 중인 활동을 확인한 다음 Cisco UCS Manager에서 해당 서버를 재부팅하는 것을 막을 수 없
습니다.

절차
단계 1

툴바에서 Pending Activities(보류 중 활동)를 클릭합니다.

단계 2

Pending Activities(보류 중 활동) 대화 상자에서 User Acknowledged Activities(사용자 승인 활동) 탭
을 클릭하고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3

툴바에서 Acknowledge All(모두 승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테이블에 나열된 모든 보류 중 활동에 대해 Reboot Now(지금 재부팅)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단계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테이블에 나열된 보류 중 활동이 적용되는 모든 서버를 즉시 재부팅합니다.

예약된 서비스 프로필 변경 즉시 구축
중요

보류 중인 활동을 확인한 다음 Cisco UCS Manager에서 해당 서버를 재부팅하는 것을 막을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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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툴바에서 Pending Activities(보류 중 활동)를 클릭합니다.

단계 2

Pending Activities(보류 중 활동) 대화 상자에서 Scheduled Activities(예약된 활동)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3

즉시 삭제할 각 보류 중 활동 각각에서 Reboot Now(지금 재부팅) 열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단계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보류 중 활동의 영향을 받는 서버를 즉시 재부팅합니다.

모든 예약된 서비스 프로필 변경 즉시 구축
중요

보류 중인 활동을 확인한 다음 Cisco UCS Manager에서 해당 서버를 재부팅하는 것을 막을 수 없
습니다.

절차
단계 1

툴바에서 Pending Activities(보류 중 활동)를 클릭합니다.

단계 2

Pending Activities(보류 중 활동) 대화 상자에서 Scheduled Activities(예약된 활동)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3

툴바에서 Acknowledge All(모두 승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테이블에 나열된 모든 보류 중 활동에 대해 Reboot Now(지금 재부팅)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단계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테이블에 나열된 보류 중 활동이 적용되는 모든 서버를 즉시 재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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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서비스 프로필 구성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버 ID를 재정의하는 서비스 프로필, 611 페이지
• 서버 ID를 상속한 서비스 프로필, 612 페이지
•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612 페이지
•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지침 및 권장 사항, 613 페이지
• 서비스 프로필 생성, 614 페이지
•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작업, 618 페이지
• 서비스 프로필 관리, 621 페이지
•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관리, 636 페이지

서버 ID를 재정의하는 서비스 프로필
이 서비스 프로필 유형은 유연성 및 제어를 극대화합니다. 이 프로필을 통해 연결 시점의 서버 ID 값
을 재정의하고 Cisco UCS Manager에 설정된 리소스 풀 및 정책을 사용하여 일부 관리 작업을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프로필을 어떤 서버로부터 연결 해제했다가 다른 서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연
결은 수동으로 또는 자동화된 서버 풀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UUID, MAC 주소와 같이
새 서버에 번인된 설정은 서비스 프로필의 컨피그레이션으로 덮어쓰기됩니다. 그로 인해 서버의 변
경 사항이 네트워크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어떤 구성 요소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재구
성하지 않고도 새 서버의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필은 다음과 같은 리소스 풀 및 정책을 통해 시스템 리소스를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
다.
• MAC 주소 풀, WWN 주소 풀, UUID 풀 등 가상화된 ID 정보
• 이더넷 및 파이버 채널 어댑터 프로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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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웨어 패키지 정책
• 운영 체제 부팅 순서 정책
서비스 프로필에 전력 관리 정책, 서버 풀 자격 조건 정책, 특정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한 정
책이 없는 한 이 프로필은 Cisco UCS domain의 어떤 서버 유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프로필을 랙 마운트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서버 중 하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
필 마이그레이션 기능은 서비스 프로필의 마이그레이션 제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마이그레이션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기존 서버 프로필을 마이그레이션하
기 전에 새 서버에 대한 호환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양쪽 서버의 하드웨어가 유사하지 않
으면 연결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서버 ID를 상속한 서비스 프로필
이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 프로필은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필은 서버의
기본값을 사용하며 랙 마운트 서버의 관리 방식을 모방합니다. 특정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서
버로 이동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기 위해 풀 또는 컨피그레이션 정책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 서비스 프로필은 다음과 같이 연결 시점에 존재하는 ID 및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상속하고 적용합
니다.
• 두 NIC의 MAC 주소
•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 또는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의 경우 두 HBA의 WWN 주소
• BIOS 버전
• 서버 UUID

중요

이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상속된 서버 ID 및 컨피그레이션 정보가 제조 시 서버 하드웨어에 번인
된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이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되기 전에 값이 변경된 것입니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사용하면 vNIC 및 vHBA 수와 같은 동일한 기본 매개변수를 갖고 동일한 풀
에서 ID 정보를 얻는 여러 서비스 프로필을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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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기존 서비스 프로필과 비슷한 값을 갖는 서비스 프로필 하나만 필요할 경우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서비스 프로필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할 서버를 구성하기 위해 비슷한 값을 갖는 서비스 프
로필 몇 개가 필요할 경우 수동으로 또는 기존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여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을 사용하여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Cisco UCS에서는 다음 유형의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지원합니다.
초기 템플릿
초기 템플릿에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은 템플릿의 모든 속성을 상속합니다. 초기 서비스 프로
필 템플릿에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은 템플릿에 바인딩됩니다. 그러나 초기 템플릿을 변경하
더라도 바인딩된 서비스 프로필에 자동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바인딩된 서비스 프로필에 변
경 사항을 전파하려면 바인딩을 해제하고 초기 템플릿에 다시 바인딩합니다.
업데이트 템플릿
업데이트 템플릿에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은 이 템플릿의 모든 속성을 상속하며 템플릿에 연
결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템플릿이 변경되면 그 템플릿에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참고

초기 템플릿에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 및 일반 서비스 프로필은 Reset(재설정)을 누를 때 순차적
풀에서 가장 낮은 ID를 가져옵니다.
업데이트 템플릿에서 생성된 서비스 프로필은 Reset(재설정)을 누르면 순차적 풀에서 더 낮은 ID
가 사용 가능하더라도 동일한 ID를 유지하려 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지침 및 권장 사항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과 같이 서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포함된 정책 및 풀
에 관한 지침이나 권장 사항 외에도 서비스 프로필과 서버의 연결에 영향을 미칠 다음 지침 및 권장
사항도 숙지해야 합니다.
랙 마운트 서버에서 구성할 수 있는 vNIC 수 제한
Cisco UCS Manager와 통합된 랙 마운트 서버에서는 Cisco UCS P81E Virtual Interface
Card(N2XX-ACPCI01)와 같은 지원되는 어댑터 각각에서 최대 56개의 vNIC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랙 마운트 서버에서 전력 한도 설정 지원 안 함
랙 서버에서는 전력 한도 설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랙 마운트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 전력
제어 정책을 포함할 경우 이 정책은 구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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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IC를 위한 QoS 정책 지침
vNIC에 대한 QoS 정책은 그 정책의 우선 순위가 파이버 채널 시스템 클래스를 나타내는 fc로 설정되
지 않아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QoS 정책의 우선 순위를 다른 어떤 시스템 클래스로도 구성할 수 있
습니다.
vHBA에 대한 QoS 정책 지침
vHBA에 대한 QoS 정책은 그 정책의 우선 순위가 파이버 채널 시스템 클래스를 나타내는 fc로 설정되
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QoS 정책에 대한 호스트 제어 설정은 vNIC에만 적용됩니다. vHBA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비스 프로필 생성
전문가 마법사로 서비스 프로필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조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ervice Profile (expert)(서비스 프로필 생성)(전문
가)을 선택합니다.

단계 5

Identify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식별) 패널에서 서비스 프로필 Name(이름), UUID 등을 지정
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선택 사항으로 이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UUID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 패널에서 UUID 접미사 풀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서비스 프로필을 신속하게 생성하기 위해 이름을 지정한 다음 Finish(마침)를 클릭할 수 있습
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지정된 이름 및 모든 시스템 기본 값으로 새 서비스 프로필
을 만듭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Networking(네트워킹) 패널에서 Dynamic vNIC Connection Policy(동적 vNIC 연결 정책)
및 LAN Connectivity(LAN 연결) 섹션의 필수 정보를 지정한 다음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동적 vNIC 연결 정책 및 LAN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7

(선택 사항) Storage(스토리지) 패널에서 Local Storage Policy(로컬 스토리지 정책), SAN
Connectivity(SAN 연결), WWNN, VSAN과 같은 SAN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및 SAN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Zoning(조닝) 패널에서 필수 조닝 정보를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vHBA 개시자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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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

(선택 사항) vNIC/vHBA Placement(vNIC/vHBA 배치) 패널에서 배치 방법 및 PCI 순서를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배치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0 (선택 사항) Server Boot Order(서버 부팅 순서) 패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Boot Policy(부팅 정책)를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부팅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1 (선택 사항) Maintenance Policy(유지관리 정책) 패널에서 유지관리 정책을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
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새 유지 관리 정책을 생성하고 유지관리 예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2 (선택 사항) Server Assignment(서버 지정) 패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Server Assignment(서버 지정)
를 지정하고 적용할 전력 상태를 지정한 다음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서버 풀 또는 호스트 펌웨어 패키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3 (선택 사항) Operational Policies(운영 정책) 패널에서 BIOS Configuration(BIOS 컨피그레이션),
External IPMI Management Configuration(외부 IPMI 관리 컨피그레이션), Management IP Address(관
리 IP 주소), Monitoring Configuration (Thresholds)(모니터링 컨피그레이션(임계값)), Power Control
Policy Configuration(전력 제어 정책 컨피그레이션), Scrub Policy(스크럽 정책)와 같은 시스템 운영
정보를 지정하고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참고
아웃밴드 IPv4 주소 또는 인밴드 IPv4 또는 IPv6 주소를 설정하려면 각각의 탭을 클릭하고 필
수 필드를 완성합니다.
각 컨피그레이션에 필요한 정책이 없을 경우 이 패널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 ID를 상속하는 서비스 프로필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조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생성) 대화 상자의 Naming(이름 지정)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
성합니다.
a) Name(이름) 필드에서 서비스 프로필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2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
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동일한 조직에 속한 모든 서
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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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scription(설명) 필드에 이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단계 6

Creat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생성) 대화 상자의 vNICs 영역에서 기본 및 보조 vNIC를 선택
합니다.

단계 7

Creat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생성) 대화 상자의 vHBAs 영역에서 기본 및 보조 vHBA를 선택
합니다.

단계 8

Creat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생성) 대화 상자의 Boot Order(부팅 순서) 영역에서 기본 및 보
조 부팅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단계 9

(선택 사항) Server Association (optional)(서버 연결)(선택 사항) 영역의 Select(선택) 열에서 서버에
대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이 서비스 프로필을 서버와 연결합니다.

단계 10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블레이드 서버를 위한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 프로필 생성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 프로필을 다른 서버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Creat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생성)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Service Profile for Server(서버의 서비스 프로필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reate Service Profile in Organization(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 드롭다운 목록에서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을 선택합니다.
b) Hardware Based Service Profile(하드웨어 기반 서비스 프로필)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c) Name(이름) 필드에 서비스 프로필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2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
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동일한 조직에 속한 모든 서
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d) Cisco UCS Manager에서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vNIC를 생성하게 하려면 Create Default vNICs(기
본 vNIC 생성)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 Cisco UCS Manager에서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vHBA를 생성하게 하려면 Create Default vHBAs(기
본 vHBA 생성)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f)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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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의 ID 및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상속하고 자동으로 적용하며 서비스 프
로필을 생성하고 이를 서버와 연결합니다.

랙 마운트 서버를 위한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 프로필 생성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 프로필을 다른 서버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Creat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생성)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Service Profile for Server(서버의 서비스 프로필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reate Service Profile in Organization(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 드롭다운 목록에서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을 선택합니다.
b) Hardware Based Service Profile(하드웨어 기반 서비스 프로필)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c) Name(이름) 필드에 서비스 프로필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2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
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동일한 조직에 속한 모든 서
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d) Cisco UCS Manager에서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vNIC를 생성하게 하려면 Create Default vNICs(기
본 vNIC 생성)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 Cisco UCS Manager에서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vHBA를 생성하게 하려면 Create Default vHBAs(기
본 vHBA 생성)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f)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의 ID 및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상속하고 자동으로 적용하며 서비스 프
로필을 생성하고 이를 서버와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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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작업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 Templates(서비스 프로필 템플릿)를 확장합니
다.

단계 3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조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ervice Profile Template(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생
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Identify Service Profile Template(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식별) 패널에서 서비스 프로필 Name(이름),
Type(유형), UUID Assignment(UUID 지정)를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대해 추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신속하게 생성하기 위해 이름을 지정한 다음 Finish(마침)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지정된 이름 및 모든 시스템 기본 값으로 새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만듭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Networking(네트워킹) 패널에서 Dynamic vNIC Connection Policy(동적 vNIC 연결 정책)
및 LAN Connectivity(LAN 연결) 섹션의 필수 정보를 지정한 다음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동적 vNIC 연결 정책 및 LAN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7

(선택 사항) Storage(스토리지) 패널에서 Local Storage Policy(로컬 스토리지 정책), SAN
Connectivity(SAN 연결), WWNN, vHBA와 같은 SAN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및 SAN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Zoning(조닝) 패널에서 필수 조닝 정보를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vHBA 개시자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9

(선택 사항) vNIC/vHBA Placement(vNIC/vHBA 배치) 패널에서 배치 방법 및 PCI 순서를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배치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0 (선택 사항) Server Boot Order(서버 부팅 순서) 패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Boot Policy(부팅 정책)를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부팅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1 (선택 사항) Maintenance Policy(유지관리 정책) 패널에서 유지관리 정책을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
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새 유지 관리 정책을 생성하고 유지관리 예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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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2 (선택 사항) Server Assignment(서버 지정) 패널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Pool Assignment(풀 지정)를 지
정하고 적용할 전력 상태를 지정한 다음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이 패널에서 서버 풀 또는 호스트 펌웨어 패키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3 (선택 사항) Operational Policies(운영 정책) 패널에서 BIOS Configuration(BIOS 컨피그레이션),
External IPMI Management Configuration(외부 IPMI 관리 컨피그레이션), Management IP Address(관
리 IP 주소), Monitoring Configuration (Thresholds)(모니터링 컨피그레이션(임계값)), Power Control
Policy Configuration(전력 제어 정책 컨피그레이션), Scrub Policy(스크럽 정책)와 같은 시스템 운영
정보를 지정하고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참고
아웃밴드 IPv4 주소 또는 인밴드 IPv4 또는 IPv6 주소를 설정하려면 각각의 탭을 클릭하고 필
수 필드를 완성합니다.
각 컨피그레이션에 필요한 정책이 없을 경우 이 패널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하나 이상의 서비스 프로필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 Templates(서비스 프로필 템플릿)를 확장합니
다.

단계 3

서비스 프로필의 바탕으로 사용하려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이 있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프로필을 생성하려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Service
Profiles From Template(템플릿에서 서비스 프로필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Service Profiles From Template(템플릿에서 서비스 프로필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블레이드 서버에 대한 템플릿 기반 서비스 프로필 생성
시작하기 전에
원하는 값을 포함한 자격을 갖춘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이 Cisco UCS Manager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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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어떤 서버를 위해 템플릿 기반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지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Creat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생성)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Service Profile for Server(서버의 서비스 프로필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Template Based Service Profile(템플릿 기반 서비스 프로필)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b) Name(이름) 필드에 서비스 프로필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2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
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동일한 조직에 속한 모든 서
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c) Service Profile Template(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드롭다운 목록에서 어떤 템플릿을 사용하여 이
서버와 연결할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지 선택합니다.
참고
드롭다운 목록은 선택된 블레이드 서버와 호환되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만 나열합니
다.
d)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랙 마운트 서버를 위한 템플릿 기반 서비스 프로필 생성
시작하기 전에
원하는 값을 포함한 자격을 갖춘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이 Cisco UCS Manager에 있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어떤 서버를 위해 템플릿 기반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지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Creat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생성)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Service Profile for Server(서버의 서비스 프로필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Template Based Service Profile(템플릿 기반 서비스 프로필)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b) Name(이름) 필드에 서비스 프로필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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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름은 2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
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동일한 조직에 속한 모든 서
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c) Service Profile Template(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드롭다운 목록에서 어떤 템플릿을 사용하여 이
서버와 연결할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지 선택합니다.
d)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서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템플릿의 바탕으로 사용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이 있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템플릿을 생성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a Service Profile
Template(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Template From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에서 템플릿 생성) 대화 상자에서 필수 필드를
완성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관리
서비스 프로필 복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621

서비스 프로필 구성
서버 또는 서버 풀에 서비스 프로필 연결

단계 4

복제할 서비스 프로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a Clone(복제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Clone From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에서 복제 생성) 대화 상자에서
a) Clone Name(복제 이름) 필드에 새 프로필에 사용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2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
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동일한 조직에 속한 모든 서
비스 프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이 이름은 서비스 프로필을 만드는 조직 또는 하위 조직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b)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6

방금 만든 서비스 프로필로 이동하고 모든 옵션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서버 또는 서버 풀에 서비스 프로필 연결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한 시점에 블레이드 서버 또는 서버 풀과 연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비스 프로
필이 연결된 블레이드 서버나 서버 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절차를 따릅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새 서버 또는 서버 풀과 연결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이 있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서버와 연결할 서비스 프로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ssociat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연결)을 선택합니다.

단계 5

Associat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연결)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Server Pool(서버 풀)

드롭다운 목록에서 서버 풀을 선택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이
풀의 서버를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합니다.
7단계로 진행합니다.

Server(서버)

탐색 트리에서 사용 가능한 서버로 이동하고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7단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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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Custom Server(커스텀 서
버)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할 서버가 포함된 섀시 및 슬롯을 지정합니다. 서
버가 슬롯에 없거나 그 밖의 이유로 사용 불가할 경우 서비스 프로필은
서버가 사용 가능해질 때 연결됩니다.
6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6

Custom Server(커스텀 서버)를 선택할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hassis Id(섀시 ID) 필드에서 선택된 서버가 위치한 섀시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b) Server Id(서버 ID) 필드에 선택된 서버가 위치한 슬롯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단계 7

서비스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된 후에 그 마이그레이션을 제한하려는 경우 Restrict Migration(마이그
레이션 제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기존 서버 프로필을 마이그레이션하기 전
에 새 서버에 대한 호환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양쪽 서버의 하드웨어가 유사하지 않으면 연결
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버 또는 서버 풀에서 서비스 프로필 연결 해제
서비스 프로필 연결을 해제하면 Cisco UCS Manager는 서버의 운영 체제를 종료하려고 시도합니다.
운영 체제가 알맞은 시간 내에 종료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는 강제로 서버를 종료시킵니
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버 또는 서버 풀에서 연결 해제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이 있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서버에서 연결 해제할 서비스 프로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isassociate Service Profile(서
비스 프로필 연결 해제)을 선택합니다.

단계 5

Disassociat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연결 해제)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하여 서비스 프
로필을 연결 해제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서버의 상태 및 FSM을 모니터링하여 연결 해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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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에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
이 절차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에서 인밴드 관리 IP 주소 컨피그레이션을 제거합니다. 이 작업이 회색
으로 표시된 경우 구성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없는 것입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 Service_Profile_Name을 확장
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Delete Inband Configuration(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을 클릭합니다.

단계 5

Delete(삭제) 확인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인밴드 관리 IP 주소 컨피그레이션이 삭제됩니다.

서비스 프로필 이름 변경
서비스 프로필의 이름을 변경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 서비스 프로필의 이전 이름을 참조하는 이벤트 로그 및 감사 로그는 그 이름으로 유지됩니다.
• 이름 변경 작업을 로깅하기 위해 새 감사 레코드가 생성됩니다.
• 이전 이름의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오류의 모든 레코드가 새 서비스 프로필 이름으로 이전됩니
다.

참고

보류 중인 변경 사항이 있는 서비스 프로필의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이름을 변경할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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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이름을 변경할 서비스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nam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이름 변경)을 클릭합니다.

단계 7

Rename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 이름 변경) 대화 상자의 New Name(새 이름) 필드에 서비스 프
로필의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2자 ~ 32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
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동일한 조직에 속한 모든 서비스 프
로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서 UUID 변경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UUID를 변경할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연결된 서버의 UUID를 변경해야 하는 서비스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Change UUID(UUID 변경)를 클릭합니다.

단계 7

UUID Assignment(UUID 지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옵션

설명

Select (pool default used by default)

기본 UUID 접미사 풀에서 UUID를 지정합
니다.
9단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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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Hardware Default(하드웨어 기본값)

제조사가 서버에 지정한 UUID를 사용합
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서비스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될 때까지 UUID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조사가 서버에
지정한 UUID 값으로 설정됩니다. 나중에
서비스 프로필이 다른 서버로 이동할 경우
UUID는 새 서버와 매칭하도록 변경됩니
다.
9단계로 진행합니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수동으로 지정한 UUID를 사용합니다.
8단계로 진행합니다.
Pools(풀)Pool_Name

드롭다운 목록의 맨 아래에 있는 목록에서
선택한 UUID 접미사 풀로부터 UUID를 지
정합니다.
각 풀 이름의 뒤에는 2개의 숫자가 괄호로
묶여 있는데, 이는 풀에서 사용 가능한
UUID의 수 및 풀에 있는 총 UUID 개수를
나타냅니다.
9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옵션을 선택한 경우 다음을 수
행합니다.
a) UUID에 이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는 서버에 지정하려는 유효한 UUID를 입력합니다.
b) 선택된 UUID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here 링크를 클릭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서 부팅 순서 수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부팅 순서를 변경할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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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부팅 순서를 변경할 서비스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Boot Order(부팅 순서)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Modify Boot Policy(부팅 정책 수정)를 클릭하여 기존 부팅 정책을 변경합니다.

단계 7

Modify Boot Policy(부팅 정책 수정) 대화 상자의 Boot Policy(부팅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Select Boot Policy to use(사용할
부팅 정책 선택)

이 서비스 프로필에 기본 부팅 정책을 지정합니다.
14단계로 진행합니다.

Create a Specific Boot Policy(특정 이 서비스 프로필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로컬 부팅 정책을 생성할
부팅 정책 만들기)
수 있습니다.
8단계로 진행합니다.
Boot Policies(부팅 정
책)Policy_Name

기존 부팅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
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정책의 세부 사항을 표시합니
다.
기존 정책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되 모든 서비스 프로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정책을 생성하려면 Create Boot Policy(부팅 정
책 생성)를 클릭하고 2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4단계
로 진행합니다.

단계 8

부팅 정책을 생성하기로 선택한 경우 Create Boot Policy(부팅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정책의 고유
한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
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계 9

(선택 사항) 부팅 순서를 변경한 다음 이 부팅 정책을 사용하는 모든 서버를 재부팅하려면 Reboot on
Boot Order Change(부팅 순서 변경 시 재부팅)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 부팅 정책에 대해 Reboot on Boot Order Change(부팅 순서 변경 시 재부
팅) 확인란이 선택된 경우, CD-ROM 또는 플로피가 부팅 순서의 마지막 디바이스라면 이 디바이스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더라도 부팅 순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서버는 재부팅되지 않습니다.

단계 10 (선택 사항) 필요하다면 Enforce vNIC/vHBA/iSCSI Name(vNIC/vHBA/iSCSI 이름 적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Cisco UCS Manager는 컨피그레이션 오류를 표시하고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표시된 vNIC, vHBA 또는 iSCSI vNIC 중 하나 이상이 서버 프로필의 서버 컨피
그레이션과 매칭하는지 여부를 보고합니다.
• 이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에 있는 (부팅 옵션에
적합한) vNIC 또는 vHBA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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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1 로컬 디스크, 가상 CD-ROM 또는 가상 플로피를 부팅 순서에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Local Devices(로컬 디바이스) 영역을 확장합니다.
b) 다음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하여 디바이스를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 Add Local Disk(로컬 디스크 추가) 또는
• Add Local LUN(로컬 LUN 추가)
• Add SD Card(SD 카드 추가)
• Add Internal USB(내부 USB 추가)
• Add External USB(외부 USB 추가)
• Add CD/DVD(CD/DVD 추가) 또는
• Add Local CD/DVD(로컬 CD/DVD 추가)
• Add Local Remote CD/DVD(로컬 원격 CD/DVD 추가)
c) 다른 부팅 디바이스를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추가하거나 OK(확인)를 클릭하여 마칩니
다.
단계 12 부팅 순서에 LAN 부팅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vNICs 영역을 확장합니다.
b) Add LAN Boot(LAN 부팅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c) Add LAN Boot(LAN 부팅 추가) 대화 상자의 vNIC 필드에 LAN 부팅에 사용할 vNIC의 이름을 입
력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d) 다른 디바이스를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추가하거나 OK(확인)를 클릭하여 마칩니다.
단계 13 부팅 순서에 SAN 부팅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vHBAs 영역을 확장합니다.
b) Add SAN Boot(SAN 부팅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c) Add San Boot(SAN 부팅 추가) 대화 상자에서 vHBA 및 유형을 지정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d) 이 vHBA가 부팅 가능 SAN 이미지를 가리킬 경우 Add SAN Boot Target(SAN 부팅 대상 추가) 링
크를 클릭하고 Add SAN Boot Target(SAN 부팅 대상 추가)에서 부팅 대상 LUN, 부팅 대상 WWPN,
유형을 지정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 다른 부팅 디바이스를 Boot Order(부팅 순서) 테이블에 추가하거나 OK(확인)를 클릭하여 마칩니
다.
단계 1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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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vNIC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vNIC를 생성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vNIC를 생성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확장합니다.

단계 5

vNICs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vNICs(vNIC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reate vNIC(vNIC 생성)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입력하고 MAC Address Assignment(MAC 주소 지
정)를 선택하고 기존 vNIC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Use vNIC Template(vNIC 템플릿 사용)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MAC 풀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7

Fabric ID(패브릭 ID)를 선택하고 사용할 VLAN을 선택한 다음 CDN Name(CDN 이름) 및 MTU를 입
력하고 Pin Group(핀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VLAN 및 LAN 핀 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8

Operational Parameters(작동 매개변수) 영역에서 Stats Threshold Policy(통계 임계값 정책)를 선택
합니다.

단계 9

Adapter Performance Profile(어댑터 성능 프로필) 영역에서 Adapter Policy(어댑터 정책), QoS Policy(QoS
정책), Network Control Policy(네트워크 제어 정책)를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이더넷 어댑터 정책, QoS 정책, 네트워크 제어 정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10 Connection Policies(연결 정책) 영역에서 Dynamic vNIC(동적 vNIC), usNIC 또는 VMQ 라디오 버튼
을 선택하고 해당 정책을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동적 vNIC, usNIC 또는 VMQ 연결 정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11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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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에서 vNIC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vNIC를 삭제할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vNIC를 삭제할 서비스 프로필을 확장합니다.

단계 5

vNICs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6

삭제할 vNIC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vHBA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vHBA를 생성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vHBA를 생성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확장합니다.

단계 5

vHBAs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vHBAs(vHBA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reate vHBAs(vHBA 생성) 대화 상자에서 이름 및 선택 사항인 설명을 입력합니다.

단계 7

Fabric ID(패브릭 ID), Select VSAN(VSAN 선택), Pin Group(핀 그룹), Persistent Binding(지속성 바
인딩), Max Data Field Size(최대 데이터 필드 크기)를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VSAN 또는 SAN 핀 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8

Operational Parameters(작동 매개변수) 영역에서 Stats Threshold Policy(통계 임계값 정책)를 선택
합니다.

단계 9

Adapter Performance Profile(어댑터 성능 프로필) 영역에서 Adapter Policy(어댑터 정책)과 QoS
Policy(QoS 정책)를 선택합니다.
또한 이 영역에서 파이버 채널 어댑터 정책 또는 QoS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0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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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BA에 대한 WWPN 변경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WPN을 변경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ervice_Profile_Name > vHBAs를 확장합니다.

단계 5

WWPN을 변경할 vHBA를 클릭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Actions(작업) 영역에서 Change World Wide Name(WWN 변경)을 클릭합니다.

단계 8

Change World Wide Port Name(WWPN 변경) 대화 상자에서 필수 항목을 기입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vHBA에 대한 지속적 바인딩 지우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vHBA를 수정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ervice_Profile_Name > vHBAs를 확장합니다.

단계 5

지속성 바인딩을 지울 vHBA를 클릭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Actions(작업) 영역에서 Clear Persistent Binding(지속성 바인딩 지우기)을 클릭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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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에서 vHBA 삭제

서비스 프로필에서 vHBA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vHBA를 삭제할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vHBA를 삭제할 서비스 프로필을 확장합니다.

단계 5

vHBAs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6

삭제할 vHBA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vHBA 개시자 그룹 추가
절차
단계 1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2

vHBA 개시자 그룹을 추가할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vHBA 개시자 그룹을 추가할 서비스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Storage(스토리지) > vHBA Initiator Groups(vHBA 개시자 그룹)를 클릭합니다.

단계 5

Select vHBA Initiator Groups(vHBA 개시자 그룹 선택) 테이블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모음에서 +
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vHBA Initiator Group(vHBA 개시자 그룹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하여 이름 및
설명을 설정합니다.
Name

설명

Name(이름) 필드

vHBA 개시자 그룹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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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설명

Description(설명) 필드

그룹에 대한 설명.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7

Select vHBA Initiators(vHBA 개시자 선택) 테이블에서 vHBA 개시자 그룹에 넣을 각 vHBA의 Select(선
택) 열을 클릭합니다.

단계 8

개시자 그룹에 스토리지 연결 정책을 추가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Storage Connection Policy(스토리지 연결 정책) 드롭다운 목록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존 스토리
지 연결 정책을 선택합니다. 10단계로 진행합니다.
• Cisco UCS domain의 다른 vHBA 개시자 그룹도 사용할 수 있는 새 스토리지 연결 정책을 생성하
려면 Create Storage Connection Policy(스토리지 연결 정책 생성) 링크 링크를 클릭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 연결 정책 생성, 398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스토리지 연
결 정책을 생성한 다음 10단계로 진행합니다.
• 이 vHBA 개시자 그룹만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연결 정책을 생성하려면 Specific Storage
Connection Policy(특정 스토리지 연결 정책) 옵션 옵션을 선택합니다. 9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 9

Specific Storage Connection Policy(특정 스토리지 연결 정책) 영역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하여
이 vHBA 개시자 그룹만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연결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름

설명

Description(설명) 필드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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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서비스 프로필 바인딩

이름

설명

Zoning Type(조닝 유형)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ne(없음)—Cisco UCS Manager에서 파이버 채널 조닝을 구
성하지 않습니다.
• Single Initiator Single Target(단일 개시자 단일 대상)—Cisco
UCS Manager에서 각 vHBA 및 스토리지 포트 쌍에 대해 하
나의 영역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각 영역에는 2개의 멤버
가 있습니다. 영역 수가 지원되는 최대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
상되지 않는 한 이 조닝 유형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Single Initiator Multiple Targets(단일 개시자 다중 대
상)—Cisco UCS Manager에서 각 vHBA에 대해 하나의 영역
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영역 수가 지원되는 최대값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 조닝 유형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
다.

FC Target Endpoints(FC 대상
엔드포인트) 테이블

이 정책과 연결된 파이버 채널 대상 엔드포인트. 이 테이블은 다음
열 및 버튼으로 구성됩니다.
• WWPN 열—엔드포인트와 연결된 World Wide Port Name.
• Path(경로) 열—엔드포인트의 경로.
• VSAN 열—엔드포인트와 연결된 VSAN.
• Add(cnrk) 버튼—새 FC 대상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 Delete 버튼—선택된 엔드포인트를 삭제합니다.
• Properties(속성) 버튼—선택된 엔드포인트의 모든 속성을 표
시합니다.

단계 10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1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서비스 프로필 바인딩
서비스 프로필을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템플릿에 바인딩
할 때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정의된 값으로 서비스 프로필을 구성합니
다. 기존 서비스 프로필 컨피그레이션이 템플릿과 매칭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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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서비스 프로필 바인딩 해제

비스 프로필을 재구성합니다. 바인딩된 서비스 프로필의 컨피그레이션은 연결된 템플릿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바인딩할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바인딩할 서비스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Bind to a Template(템플릿에 바인딩)를 클릭합니다.

단계 7

Bind to a Service Profile Template(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바인딩)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
합니다.
a) Service Profile Template(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드롭다운 목록에서 서비스 프로필을 바인딩할 템
플릿을 선택합니다.
b)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서비스 프로필 바인딩 해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바인딩 해제할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바인딩 해제할 서비스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Unbind from the Template(템플릿에서 바인딩 해제)을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635

서비스 프로필 구성
서비스 프로필 삭제

서비스 프로필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
니다.

단계 3

삭제할 서비스 프로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5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관리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과 서버 풀 연결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생성한 시점에 서버 풀과 연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템플릿으로 만든 서비
스 프로필이 연결된 랙 서버를 변경하려는 경우 이 절차를 따릅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 Templates(서비스 프로필 템플릿)를 확장합니
다.

단계 3

서버 풀과 연결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이 있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서버 풀과 연결할 서비스 프로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ssociate with Server Pool(서
버 풀과 연결)을 선택합니다.
Associate with Server Pool(서버 풀과 연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단계 5

Pool Assignment(풀 지정) 드롭다운 목록의 Server Pool(서버 풀) 섹션에서 서버 풀을 선택합니다.
Assign Later(나중에 지정)를 선택하면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이 서버 풀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Select Qualification(자격 조건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 템플릿으로 생성한 서비스 프
로필과 연결하는 서버에 적용할 서버 풀 정책 자격 조건을 선택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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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풀에서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연결 해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 Templates(서비스 프로필 템플릿)를 확장합니
다.

단계 3

서버 풀에서 연결 해제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이 있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서버 풀에서 연결 해제할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isassociate
Template(템플릿 연결 해제)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UUID 변경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 Templates(서비스 프로필 템플릿)를 확장합니
다.

단계 3

UUID를 변경할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UUID 지정을 변경할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Change UUID(UUID 변경)를 클릭합니다.

단계 7

UUID Assignment(UUID 지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Select (pool default used by 기본 UUID 접미사 풀에서 UUID를 지정합니다.
default)
Hardware Default(하드웨어 제조사가 서버에 지정한 UUID를 사용합니다.
기본값)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서비스 프로필이 서버와 연결될 때까지 UUID
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조사가 서버에 지정한 UUID 값
으로 설정됩니다. 나중에 서비스 프로필이 다른 서버로 이동할 경우
UUID는 새 서버와 매칭하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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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 구성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풀로부터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된 UUID 재설정

옵션

설명

Pools(풀)Pool_Name

드롭다운 목록의 맨 아래에 있는 목록에서 선택한 UUID 접미사 풀로
부터 UUID를 지정합니다.
각 풀 이름의 뒤에는 2개의 숫자가 괄호로 묶여 있는데, 이는 풀에서 사
용 가능한 UUID의 수 및 풀에 있는 총 UUID 개수를 나타냅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풀로부터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된 UUID 재설
정
업데이트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지정된 UUID 접미사 풀을 변경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그 템플릿으로 만든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된 UUID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Cisco UCS Manager가 새로
지정된 풀에서 서비스 프로필 및 이에 연결된 서버에 UUID를 지정하게 하려면 UUID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서비스 프로필 및 이에 연결된 서버에 지정된 UUID만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프로필이 업데이트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으로부터 생성되었고 UUID 접미사 풀로부터
지정된 UUID를 포함합니다.
• UUID 접미사 풀 이름이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풀 이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 UUID 값은 0이 아니므로 서버 하드웨어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UUID를 재설정할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연결된 서버가 다른 UUID 접미사 풀에 재설정될 수 있도록 해당 UUID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프로필
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set UUID(UUID 재설정)를 클릭합니다.
이 작업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프로필의 UUID 컨피그레이션이 UUID 재설정 요구 사항에 부
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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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 구성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풀로부터 vNIC에 지정된 MAC 주소 재설정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풀로부터 vNIC에 지정된 MAC 주소 재설정
업데이트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지정된 MAC 접미사 풀을 변경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그 템플릿으로 만든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된 MAC 주소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Cisco UCS Manager가
새로 지정된 풀에서 서비스 프로필 및 이에 연결된 서버에 MAC 주소를 지정하게 하려면 MAC 주소
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서비스 프로필 및 이에 연결된 서버에 지정된 MAC
주소만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프로필이 업데이트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으로부터 생성되었고 MAC 주소 풀로부터 지
정된 MAC 주소를 포함합니다.
• MAC 풀 이름이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풀 이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 MAC 주소 값은 0이 아니므로 서버 하드웨어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MAC 주소를 재설정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ervice_Profile_Name > vNICs를 확장합니다.

단계 5

MAC 주소를 재설정하려는 vNIC를 클릭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set MAC Address(MAC 주소 재설정)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의 풀에서 vHBA에 지정된 WWPN 재설정
업데이트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지정된 WWPN 풀을 변경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그 템
플릿으로 만든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된 WWPN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Cisco UCS Manager가 새로 지
정된 풀에서 서비스 프로필 및 이에 연결된 서버에 WWPN을 지정하게 하려면 WWPN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서비스 프로필 및 이에 연결된 서버에 지정된 WWPN만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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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 구성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의 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

• 서비스 프로필이 업데이트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으로부터 생성되었고 WWPN 풀로부터 지정된
WWPN을 포함합니다.
• WWPN 풀 이름이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풀 이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 WWPN 값은 0이 아니므로 서버 하드웨어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WPN을 재설정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Service_Profile_Name > vHBAs를 확장합니다.

단계 5

WWPN을 재설정하려는 vHBA를 클릭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set WWPN(WWPN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의 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
이 절차에서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서 인밴드 관리 IP 주소 컨피그레이션을 제거합니다. 이 작업
이 회색으로 표시된 경우 구성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없는 것입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 Template(서비스 프로필 템플릿) >
Service_Profile_Template_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Delete Inband Configuration(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을 클릭합니다.

단계 5

Delete(삭제) 확인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대한 인밴드 관리 IP 주소 컨피그레이션이 삭제됩니다.

다음에 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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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스토리지 프로필 구성
이 부분에는 다음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스토리지 프로필, 641 페이지
• 디스크 그룹 및 디스크 그룹 컨피그레이션 정책, 642 페이지
• RAID 레벨, 644 페이지
• 자동 디스크 선택, 645 페이지
• 지원되는 LUN 수정, 645 페이지
• 지원되지 않는 LUN 수정, 646 페이지
• 디스크 삽입 처리, 646 페이지
• 가상 드라이브 이름 지정, 648 페이지
• LUN 참조 해제, 649 페이지
• 컨트롤러 제약 및 제한, 649 페이지
• 스토리지 프로필 구성, 649 페이지

스토리지 프로필
스토리지 디스크의 수, 이 디스크의 역할 및 용도, 기타 스토리지 매개변수를 유연성 있게 정의하기
위해 스토리지 프로필을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프로필은 하나 이상의 서비스 프로
필에 대한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캡슐화합니다. 스토리지 프로필에 구성된 LUN은 부팅 LUN 또는 데
이터 LUN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버의 전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 LUN을 부팅
디바이스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LUN 크기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스토리지 프로필을
도입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상 드라이브를 구성하고 가상 드라이브에서 사용하는 물리적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또한 가상 드라이브의 스토리지 용량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디스크 그룹에서 디스크의 수, 유형, 역할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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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프로필 구성
디스크 그룹 및 디스크 그룹 컨피그레이션 정책

• 스토리지 프로필을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합니다.
조직 레벨 및 서비스 프로필 레벨 모두에서 스토리지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은
전용 스토리지 프로필뿐 아니라 조직 레벨의 스토리지 프로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디스크 그룹 및 디스크 그룹 컨피그레이션 정책
스토리지에 사용할 디스크를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물리적 디스크의 논리적 모음을 디스
크 그룹이라고 합니다. 디스크 그룹을 통해 로컬 디스크를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컨트롤러
가 디스크 그룹의 생성 및 컨피그레이션을 제어합니다.
디스크 그룹 컨피그레이션 정책에서 디스크 그룹을 생성하고 구성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이 정책
은 디스크 그룹에 사용할 RAID 레벨을 지정합니다. 또한 디스크 그룹의 디스크를 수동 또는 자동으
로 선택할지 여부 및 디스크의 역할도 지정합니다. 디스크 그룹 정책을 사용하여 여러 디스크 그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디스크 그룹은 하나의 디스크 그룹 정책을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
습니다.
핫 스페어는 사용하지 않은 추가 디스크로서 디스크 그룹의 어떤 디스크에 오류가 생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핫 스페어는 폴트 톨러런트 RAID 레벨을 지원하는 디스크 그룹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디스크를 전역 핫 스페어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디스크 그룹에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가상 드라이브
디스크 그룹은 가상 드라이브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각 가상 드라이브는 운영 체제에 개별 물리적
디바이스로 인식됩니다.
디스크 그룹의 모든 가상 드라이브는 단일 디스크 그룹 정책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컨피그레이션 상태
가상 드라이브의 컨피그레이션 상태를 나타냅니다. 가상 드라이브는 다음 컨피그레이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Applying(적용 중)—가상 드라이브를 생성하는 중입니다.
• Applied(적용됨)—가상 드라이브 생성이 완료되었거나 가상 드라이브 정책 변경이 구성되어 성
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Failed to apply(적용 실패)—기반 스토리지 하위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가상 드라이브 생성, 삭제
또는 이름 변경에 실패했습니다.
• Orphaned(고아 상태)—이 가상 드라이브가 포함된 서비스 프로필이 삭제되었습니다. 또는 서비
스 프로필이 더 이상 스토리지 프로필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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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프로필 구성
가상 드라이브

구축 상태
가상 드라이브에 대해 수행 중인 작업을 나타냅니다. 가상 드라이브는 다음 구축 상태가 될 수 있습
니다.
• No action(작업 없음)—가상 드라이브에 대해 보류 중인 작업 항목이 없습니다.
• Creating(생성 중)—가상 드라이브를 생성하는 중입니다.
• Deleting(삭제 중)—가상 드라이브를 삭제하는 중입니다.
• Modifying(수정 중)—가상 드라이브를 수정하는 중입니다.
Operability States(작동 가능 상태)
가상 드라이브의 작동 조건을 나타냅니다. 가상 드라이브는 다음 작동 가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Optimal(최적)—가상 드라이브 작동 조건이 양호합니다. 모든 구성된 드라이브가 온라인 상태입
니다.
• Degraded(성능 저하)—가상 드라이브가 최적의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 구성된 드라이브 중 하나
가 실패했거나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 Cache-degraded(캐시 성능 저하)—가상 드라이브가 write back 모드의 쓰기 정책으로 생성되었
으나 BBU가 실패했거나 BBU가 없습니다.

참고

always write back 모드를 선택하면 이 상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Partially degraded(부분적 성능 저하)—RAID 가상 드라이브가 최적의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 구
성된 드라이브 중 하나가 실패했거나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RAID 6는 최대 2개의 드라이브 실
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Offline(오프라인)—가상 드라이브는 RAID 컨트롤러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상
실패 상태입니다.
• Unknown(알 수 없음)—가상 드라이브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유무 상태
가상 드라이브 구성 요소의 유무를 나타냅니다. 가상 드라이브는 다음 유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Equipped(갖춰짐)—가상 드라이브가 사용 가능합니다.
• Mismatched(불일치)—가상 드라이브의 구축 상태가 구성된 상태와 다릅니다.
• Missing(누락)—가상 드라이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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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레벨
디스크 그룹의 RAID 레벨은 데이터의 가용성/이중화 및 I/O 성능을 보장할 목적으로 디스크 그룹에
서 데이터를 체계화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다음은 RAID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 스트라이핑—여러 물리적 디바이스를 포괄하여 데이터를 세그먼트화합니다. 그러면 동시 디바
이스 액세스 덕분에 처리량이 늘어나 성능이 향상됩니다.
• 미러링—데이터 이중화를 위해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디바이스에 기록합니다.
• 패리티—디바이스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추가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중복
저장합니다. 패리티가 완전한 이중화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오류로부터의
복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 스패닝—복수의 드라이브가 하나의 대형 드라이브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20GB
드라이브 4개를 통합하여 단일 80GB 드라이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RAID 레벨이 지원됩니다.
• RAID 0 스트라이핑—어레이의 모든 디스크를 대상으로 데이터가 스트라이핑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데이터 이중화는 없으며, 디스크 오류가 발생하면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 RAID 1 미러링—데이터를 두 디스크에 기록하여 완전한 데이터 이중화를 실현함으로써 둘 중
하나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합니다. 최대 어레이 크기는 두 드라이브 중 더 작은 쪽의 가
용 용량과 같습니다.
• RAID 5 스트라이핑 패리티—데이터가 어레이의 모든 디스크를 대상으로 스트라이핑됩니다. 각
디스크의 용량 중 일부에 패리티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는 디스크 오류 발생 시 데이터를 재구
성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RAID 5는 빠른 읽기 요청 속도로 애플리케이션에 우수한 데이터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RAID 5는 RAID-5 그룹에 속한 디스크를 대상으로 패리티 데이터 블록을 배포하며 최소한 3개
의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 RAID 6 스트라이핑 듀얼 패리티—어레이의 모든 디스크를 대상으로 데이터가 스트라이핑되며,
최대 2개의 물리적 디스크에서 오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개의 패리티 데이터 세트가 사용됩
니다. 데이터 블록의 각 행에 2개의 패리티 데이터 세트가 저장됩니다.
제2 패리티 블록의 추가를 제외하고 RAID 6는 RAID 5와 동일합니다. RAID 6에는 4개 이상의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 RAID 10 미러링 및 스트라이핑—RAID 10에서는 미러링된 디스크 쌍을 사용하여 블록 레벨 스
트라이핑을 통해 완전한 데이터 이중화 및 우수한 데이터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RAID 10은 패
리티 및 블록 레벨 스트라이핑 없이 미러링합니다. RAID 10에는 4개 이상의 디스크가 필요합니
다.
• RAID 50 스트라이핑 패리티 및 스트라이핑—우수한 처리량 및 다중 디스크 폴트 톨러런스를 제
공하기 위해 데이터가 여러 스트라이핑 패리티 디스크에 스트라이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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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D 60 스트라이핑 듀얼 패리티 및 스트라이핑—우수한 처리량 및 더 강력한 디스크 폴트 톨
러런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가 여러 스트라이핑 듀얼 패리티 디스크에 스트라이핑됩니다.

자동 디스크 선택
디스크 그룹 컨피그레이션을 지정하되 여기에 로컬 디스크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
에서는 디스크 그룹 컨피그레이션 정책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할 디스크를 결정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디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디스크 세트에 대해 모든 한정자가 일치할 경우 슬롯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디스크를 선택합
니다. 일반 디스크 및 전용 핫 스페어는 가장 낮은 번호의 슬롯을 사용하여 선택합니다.
다음은 디스크 선택 프로세스입니다.
1 새 가상 드라이브를 생성해야 하는 모든 로컬 LUN에서 반복합니다. 다음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
합니다.
a 디스크 유형
b 최소 디스크 크기(내림차순)
c 필요한 공간(내림차순)
d 디스크 그룹 한정자 이름(알파벳순)
e 로컬 LUN 이름(알파벳순)
2 최소 디스크 수 및 최소 디스크 크기에 따라 일반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검색 기준에 부합하는 가
장 낮은 번호의 디스크 슬롯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참고

드라이브 유형으로 Any를 지정할 경우 사용 가능한 첫 드라이브가 선택됩니다. 이 드라이브가 선
택된 이후의 드라이브는 동일한 호환 유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드라이브가 SATA일 경우 모든
후속 드라이브는 SATA가 됩니다.
3 일반 디스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용 핫 스페어를 선택합니다. 디스크가 Unconfigured Good(구
성되지 않음, 정상) 상태일 때만 선택됩니다.
4 프로비저닝된 LUN의 디스크 그룹 정책이 구축된 가상 드라이브와 동일할 경우 동일한 디스크 그
룹에 새 가상 드라이브를 구축하도록 시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축할 새 디스크를 찾아봅니다.

지원되는 LUN 수정
연결된 서버에서 LUN이 이미 구축된 상태에서 LUN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일부 수정이 지원됩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 새 가상 드라이브 생성.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645

스토리지 프로필 구성
지원되지 않는 LUN 수정

• 고아 상태인 기존 가상 드라이브 삭제.
• 중단 없이 기존 가상 드라이브 변경. 이 변경은 데이터 손실 및 성능 저하 없이 기존 가상 드라이
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이를테면 쓰기 캐시 정책을 변경합니다.
• 부팅 매개변수 수정
LUN을 제거하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LUN 수정
기존 LUN에 대한 수정 중 일부는 원래의 가상 드라이브를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수정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되므로 이러한 수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존 가상 드라이브에 대한 와해적 수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와해적 변경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구성을 통해 처리 가능한 지원되는 모든 RAID 레벨 변경. 이를테면 RAID0에서 RAID1로 변
경하는 경우입니다.
• 재구성을 통한 가상 드라이브의 크기 증대.
• 재구성을 통한 디스크 추가 및 제거.
파괴적 수정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파괴적 수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구성을 지원하지 않는 RAID 레벨 변경. 이를테면 RAID5에서 RAID1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 가상 드라이브의 크기 축소.
• 재구성을 지원하지만 동일한 드라이브 그룹에 다른 가상 드라이브도 있는 상황의 RAID 레벨 변
경.
• 디스크 그룹의 남은 공간이 가상 드라이브를 수용하기에 부족한 경우의 디스크 제거.
• 가상 드라이브에서 사용하는 디스크 세트의 명시적 변경.

디스크 삽입 처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이벤트가 일어날 경우
1 LUN이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생성됩니다.
1 로컬 디스크 참조를 사용하여 특별히 슬롯을 지정합니다.
2 시스템은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슬롯을 선택합니다.
2 LUN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즉 슬롯을 사용하는 가상 드라이브가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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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마도 디스크가 실패하여 슬롯에서 디스크를 분리합니다.
4 정상 작동하는 새 디스크를 동일한 슬롯에 넣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 비이중 가상 드라이브, 647 페이지
• 핫 스페어 드라이브 없는 이중 가상 드라이브, 647 페이지
• 핫 스페어 드라이브가 있는 이중 가상 드라이브, 647 페이지
• 핫 스페어 드라이브 교체, 648 페이지
• 미사용 슬롯에 물리적 드라이브 삽입, 648 페이지

비이중 가상 드라이브
물리적 드라이브가 제거되는 비이중 가상 드라이브(RAID 0)에서는 가상 드라이브의 상태가
Inoperable(작동 불가)입니다. 정상 작동하는 새 드라이브가 삽입되면 새 물리적 드라이브가
Unconfigured Good(구성되지 않음, 정상) 상태로 바뀝니다.
비이중 가상 드라이브에서는 가상 드라이브를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상 드라이브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핫 스페어 드라이브 없는 이중 가상 드라이브
핫 스페어 드라이브가 지정되지 않은 이중 가상 드라이브(RAID 1, RAID 5, RAID 6, RAID 10, RAID
50, RAID 60)의 경우 기존 물리적 드라이브를 제거한 슬롯에 정상 작동하는 물리적 드라이브를 삽입
하지 않으면 가상 드라이브 불일치, 가상 드라이브 멤버 누락, 로컬 디스크 누락 오류가 나타납니다.
물리적 드라이브의 크기가 기존 드라이브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자동으로 새
드라이브를 가상 드라이브에 사용합니다. 새 드라이브는 Rebuilding(재구축) 상태가 됩니다. 재구축
이 완료되면 가상 드라이브는 Online(온라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핫 스페어 드라이브가 있는 이중 가상 드라이브
핫 스페어 드라이브가 지정된 이중 가상 드라이브(RAID 1, RAID 5, RAID 6, RAID 10, RAID 50, RAID
60)의 경우 드라이브가 실패하거나 드라이브를 제거할 경우 전용 핫 스페어 드라이브가 Rebuilding(재
구축) 상태가 되며 가상 드라이브는 Degraded(성능 저하) 상태가 됩니다. 재구축이 완료되면 드라이
브는 Online(온라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Cisco UCSM에서는 디스크 누락 및 가상 드라이브 불일치 오류를 표시합니다. 가상 드라이브가 작동
하지만 Cisco UCSM에서 기대하는 물리적 컨피그레이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스크가 없는 슬롯에 새 디스크를 삽입할 경우 이전 핫 스페어 디스크에서 새로 삽입된 디스크로의
자동 복사가 시작합니다. 복사가 끝나면 핫 스페어 디스크는 복원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모든 오류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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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복사가 시작하지 않고 새로 삽입한 디스크가 계속 Unconfigured Good(구성되지 않음, 정상),
JBOD 또는 Foreign Configuration(외부 컨피그레이션) 상태일 경우 슬롯에서 새 디스크를 꺼내고 이
전의 핫 스페어 디스크를 다시 삽입한 다음 외부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재구축 프로세
스가 시작하고 드라이브가 Online(온라인) 상태가 됩니다. 이제 핫 스페어 슬롯에 새 디스크를 넣고
이를 핫 스페어로 표시하여 Cisco UCSM의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듭니다.

핫 스페어 드라이브 교체
핫 스페어 드라이브를 교체할 경우 새 핫 스페어 드라이브는 Unconfigured Good(구성되지 않음, 정
상), Unconfigured Bad(구성되지 않음, 불량), JBOD 또는 Foreign Configuration(외부 컨피그레이션)
상태가 됩니다.
Cisco UCSM에서 가상 드라이브 불일치 또는 가상 드라이브 멤버 불일치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핫 스
페어 드라이브의 상태가 Cisco UCSM에 구성된 상태와 다릅니다.
수동으로 오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새로 삽입된 드라이브의 상태를 Unconfigured Good(구성되지 않음, 정상)으로 복원합니다.
2 Cisco UCSM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새로 삽입된 드라이브를 핫 스페어 드라이브로 구성합니다.

미사용 슬롯에 물리적 드라이브 삽입
미사용 슬롯에 새 물리적 드라이브를 삽입할 경우 스토리지 컨트롤러와 Cisco UCSM 모두 새 드라이
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이브가 Unconfigured Good(구성되지 않음, 정상) 상태이고 일부 가
상 드라이브에 정상적인 물리적 드라이브가 없더라도 그러합니다.
드라이브는 Unconfigured Good(구성되지 않음, 정상) 상태가 될 뿐입니다. 새 드라이브를 사용하려
면 새로 삽입된 드라이브를 참조하도록 LUN을 수정하거나 생성해야 합니다.

가상 드라이브 이름 지정
UCSM을 사용하여 가상 드라이브를 만들 때 UCSM은 향후 작업에서 가상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고유한 ID를 부여합니다. UCSM에서는 서비스 프로필 연결 시점에 가상 드라이브에 이
름을 지정하는 유연성도 제공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참조가 없는 가상 드라이브는 고아
(orphan) 가상 드라이브로 표시됩니다.
고유한 ID뿐 아니라 이름도 드라이브에 지정됩니다. 이름은 2가지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가상 드라이브를 구성할 때 스토리지 프로필에서 참조 가능한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
습니다.
• 가상 드라이브에 대한 이름을 미리 프로비저닝하지 않은 경우 UCSM에서 가상 드라이브에 대
해 고유한 이름을 생성합니다.
어떤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버에서도 참조하지 않는 가상 드라이브는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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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 참조 해제
LUN이 어떤 서비스 프로필에서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참조 해제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
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스토리지 프로필에서 LUN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 더 이상 서비스 프로필에서 스토리지 프로필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 서버가 서비스 프로필에서 연결 해제되었습니다.
• 서버가 서비스 해제되었습니다.
LUN이 더 이상 참조되지 않지만 서버가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재연결이 이루어집니다.
LUN을 포함한 서비스 프로필이 삭제되면 LUN 상태는 Orphaned(고아)로 바뀝니다.

컨트롤러 제약 및 제한
• Cisco UCS C240, C220, C24, C22 서버의 경우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 서버당 24개의 가상 드라
이브를 허용합니다. 다른 서버의 경우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서버당 16개의 가상 드라이브를 허
용합니다.
• Cisco UCS Manager Release 2.2(4)에서는 블레이드 서버가 블록 크기 4K인 드라이브를 지원하지
않지만 랙 마운트 서버는 그러한 드라이브를 지원합니다. 블록 크기가 4K인 드라이브가 블레이
드 서버에 삽입되면 검색이 실패하고 다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Unable to get Scsi
Device Information from the system.

스토리지 프로필 구성
디스크 그룹 정책 구성
디스크 그룹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RAID 레벨 설정
2 디스크 그룹 정책에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디스크 구성
3 가상 드라이브 속성 구성

디스크 그룹 정책 구성
디스크 그룹 정책에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디스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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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탐색 창에서 스토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torage(스토리지) 탭에서 Storage(스토리지) > Storage Provisioning(스토리지 프로비저닝) > Storage
Policies(스토리지 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디스크 그룹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조직에서 Disk Group Policies(디스크 그룹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Disk
Group Policy(디스크 그룹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Disk Group Policy(디스크 그룹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지정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정책의 이름.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
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ID Level(RAID 레벨)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목록
• RAID 0 스트라이핑
• RAID 1 미러링
• RAID 5 스트라이핑 패리티
• RAID 6 스트라이핑 듀얼 패리티
• RAID 10 미러링 및 스트라이핑
• RAID 50 스트라이핑 패리티 및 스트라이핑
• RAID 60 스트라이핑 듀얼 패리티 및 스트라이핑

단계 6

디스크 그룹 정책에서 디스크를 자동으로 구성하려면 Disk Group Configuration (Automatic)(디스크
그룹 컨피그레이션 - 자동)을 선택하고 다음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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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Number of drives(드라이브 디스크 그룹의 드라이브 수를 지정합니다.
수) 필드
드라이브 범위는 Cisco UCS C240, C220, C24, C22 서버에서 드라이브 0
개 ~ 24개입니다. 기타 서버는 서버당 16개가 한도입니다. Unspecified(미
지정)가 드라이브 수의 기본값입니다. 드라이브 수를 Unspecified(미지
정)로 선택할 경우 디스크 선택 프로세스에 따라 드라이브 수가 선택됩
니다.
Drive Type(드라이브 유형) 디스크 그룹의 드라이브 유형.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드
• Unspecified(미지정)
• HDD
• SSD
Unspecified(미지정)가 드라이브 유형의 기본값입니다. 드라이브 유형
을 선택할 경우 이 유형으로 사용 가능하고 구성되지 않았으며 정상인
첫 번째 드라이브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유형이 선택되면
모든 후속 드라이브는 이와 동일한 유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구성되지
않고 정상인 첫 드라이브로 SATA가 선택된 경우 모든 후속 드라이브는
SATA가 됩니다.
Number of Hot Spares(핫
스페어 수) 필드

디스크 그룹의 전용 핫 스페어 수.
전용 핫 스페어의 범위는 핫 스페어 0개 ~ 24개입니다. Unspecified(미지
정)가 전용 핫 스페어 수의 기본값입니다. 전용 핫 스페어 수를
Unspecified(미지정)로 선택할 경우 디스크 선택 프로세스에 따라 핫 스
페어가 선택됩니다.

Number of Global Hot
디스크 그룹당 전역 핫 스페어 수.
Spares(전역 핫 스페어 수)
전용 핫 스페어의 범위는 핫 스페어 0개 ~ 24개입니다. Unspecified(미지
필드
정)가 전역 핫 스페어 수의 기본값입니다. 전역 핫 스페어 수를
Unspecified(미지정)로 선택할 경우 디스크 선택 프로세스에 따라 핫 스
페어가 선택됩니다.
Min Drive Size(최소 드라
이브 크기) 필드

디스크 그룹의 최소 드라이브 크기. 이 기준에 부합하는 디스크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소 드라이브 크기의 범위는 0GB ~ 10240GB입니다. Unspecified(미지
정)가 최소 드라이브 크기의 기본값입니다. 최소 드라이브 크기를
Unspecified(미지정)로 선택할 경우 모든 크기의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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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Use Remaining Disks(나머 디스크 그룹의 나머지 디스크를 사용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지 디스크 사용) 확인란
기본적으로 이 확인란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단계 7

디스크 그룹 정책에서 디스크를 수동으로 구성하려면 Disk Group Configuration (Manual)(디스크 그
룹 컨피그레이션 - 수동)을 선택하고 다음을 지정합니다.
a)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b) Create Local Disk Configuration Reference(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참조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Slot(슬롯) 필드

로컬 디스크 참조가 구성된 슬롯.

Role(역할) 필드

디스크 그룹에서 로컬 디스크의 역할.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edicated Hot Spare(전용 핫 스페어)
• Normal(일반)

Span ID 필드

디스크가 속한 SPAN 그룹의 SPAN ID. 단일 SPAN 그룹에 속한 디스크는
더 큰 크기의 단일 디스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값의 범위는 0 ~ 8입니다.
또한 스패닝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Span ID를 Unspecified(미지정)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Unspecified(미지정)가 로컬 디스크 SPAN ID의 기본값입니다.

단계 8

Virtual Drive Configuration(가상 드라이브 컨피그레이션) 영역에서 다음을 지정합니다.
이름

설명

Strip Size (KB)(스트라이프 크기 가상 드라이브의 스트라이프 크기.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
(KB)) 필드
값)만 가능합니다.
Access Policy(액세스 정책) 필드 가상 드라이브에 대한 액세스 정책.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
• Read Write(읽기 쓰기)
• Read Only(읽기 전용)
• Blocked(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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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Read Policy(읽기 정책) 필드

가상 드라이브에 대한 읽기 정책.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
• Read Ahead(미리 읽기)
• Normal(일반)

Write Cache Policy(쓰기 캐시 정 가상 드라이브에 대한 쓰기 캐시 정책.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
책) 필드
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
• Write Through
• Write Back Good Bbu
• Always Write Back
IO Policy(IO 정책) 필드

가상 드라이브에 대한 I/O 정책.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
• Direct(직접)
• Cached(캐시에 저장)

Drive Cache(드라이브 캐시) 필 드라이브 캐시의 상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드
• Platform Default(플랫폼 기본값)
• 변경 내용 없음
• Enable(활성화)
• Disable(비활성화)

디스크 그룹의 모든 가상 드라이브는 동일한 디스크 그룹 정책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 속성을 지원하지 않는 서버를 연결하려 하면 컨피그레이션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음 스토리지 컨트롤러만 이 속성을 지원합니다.
• LSI 6G MegaRAID SAS 9266-8i
• LSI 6G MegaRAID SAS 9271-8i
• LSI 6G MegaRAID 9265-8i
• LSI MegaRAID SAS 2208 ROMB
• LSI MegaRAID SAS 9361-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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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MegaRAID SAS 2208 ROMB 컨트롤러의 경우 이 속성은 B420-M3 블레이드 서버에서만 지원됩
니다. 다른 컨트롤러의 경우 이 속성은 여러 랙 서버에서 지원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프로필 생성
Navigation(탐색) 영역의 Storage(스토리지) 탭에서 스토리지 프로필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한 Servers(서버) 탭에서 어떤 서비스 프로필을 위한 기본 스토리지 프로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탐색 창에서 스토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torage(스토리지) 탭에서 Storage(스토리지) > Storage Provisioning(스토리지 프로비저닝) > Storage
Profiles(스토리지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스토리지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조직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Create Storage Profile(스토리지 프로필 생성)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Storage Profile(스토리지 프로필 생성) 대화 상자에서 스토리지 프로필 Name(이름)을 지정합
니다. 선택 사항으로 스토리지 프로필에 대한 Description(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Storage Items(스토리지 항목) 영역의 Create Local LUNs(로컬 LUN 생성)에서 이 스토
리지 프로필에 추가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특정 스토리지 프로필 생성
절차
단계 1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2

특정 스토리지 프로필을 생성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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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특정 스토리지 프로필을 생성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Storage(스토리지) > LUN Configuration(LUN 컨피그레이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Modify Storage Profile(스토리지 프로필 수정)을 클릭합니다.

단계 6

Modify Storage Profile(스토리지 프로필 수정) 대화 상자에서 Specific Storage Profile(특정 스토리지
프로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Create Specific Storage Profile(특정 스토리지 프로필 생성)을 클릭합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Create Specific Storage Profile(특정 스토리지 프로필 생성) 영역의 Description(설명) 필
드에 스토리지 프로필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각 서비스 프로필은 하나의 특정 스토리지 프로필만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토리지 프로필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단계 9

Storage Items(스토리지 항목) 영역의 Create Local LUNs(로컬 LUN 생성)에서 이 스토리지 프로필에
추가합니다.

단계 10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11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프로필 삭제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탐색 창에서 스토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torage(스토리지) 탭에서 Storage(스토리지) > Storage Provisioning(스
토리지 프로비저닝) > Storage Profiles(스토리지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삭제할 스토리지 프로필을 포함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스토리지 프로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Delete(삭
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확인 상자에서 Yes를 클릭합니다.

로컬 LUN 구성
Navigation(탐색) 창의 Storage(스토리지) 탭에서 스토리지 프로필 정책 내에서 로컬 LU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rvers(서버) 탭에서 어떤 서비스 프로필을 위한 기본 스토리지 프로필 내에서 로
컬 LU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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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탐색 창에서 스토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torage(스토리지) 탭에서 Storage(스토리지) > Storage Provisioning(스토리지 프로비저닝) > Storage
Profiles(스토리지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로컬 LUN를 생성하려는 스토리지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Create Local LUN(로컬 LUN 생성)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Local LUN(로컬 LUN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새 로컬 LUN의 이름.

Size(GB)(크기) 필드

이 LUN의 크기(GB). 1GB ~ 10240GB입니다.
참고

Expand To Available 필드

고아 LUN을 클레임할 때는 LUN 크기를 지정할 필
요 없습니다.

전체 가용 디스크 그룹을 사용하기 위해 이 LUN을 확장할
수 있음을 지정합니다.
각 서비스 프로필에서 하나의 LUN만이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uto Deploy(자동 구축) 필드

로컬 LUN이 자동으로 구축될지 여부.

Select Disk Group Configuration(디스 이 로컬 LUN에 적용할 디스크 그룹 컨피그레이션.
크 그룹 컨피그레이션 선택) 필드
단계 7

(선택 사항) 이 로컬 LUN에 대한 새 디스크 그룹을 생성하려면 Create Disk Group Policy를 클릭합
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로컬 LUN 삭제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단계 1

탐색 창에서 스토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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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2

Storage(스토리지) 탭에서 Storage(스토리지) > Storage
Provisioning(스토리지 프로비저닝) > Storage Profiles(스토리지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로컬 LUN을 삭제할 스토리지 프로필을 포함한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해당 스토리지 프로필의 Local LUNs(로컬 LUN)을 확장하고 삭
제할 LUN을 선택합니다.

단계 5

삭제할 LUN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확인 대화 상자가
선택합니다.
나타납니다.

단계 6

Yes(예)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프로필과 기존 서비스 프로필 연결
스토리지 프로필을 기존 서비스 프로필 또는 새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프로
필과 새 서비스 프로필의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의 전문가 마법사로 서비스 프로필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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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스토리지 프로필과 연결하려는 서비스 프로필이 있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스토리지 프로필과 연결할 서비스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Storage(스토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LUN Configuration(LUN 컨피그레이션)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Actions(작업) 영역에서 Modify Storage Profile(스토리지 프로필 수정)을 클릭합니다. Modify Storage
Profile(스토리지 프로필 수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8

Storage Profile Policy(스토리지 프로필 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9

기존 스토리지 프로필을 이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하려면 Storage Profile(스토리지 프로필) 드롭다운
목록에서 연결할 스토리지 프로필을 선택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프로필의 세부 사
항이 Storage Items(스토리지 항목) 영역에 나타납니다.

단계 10 새 스토리지 프로필을 생성하여 이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하려면 Create Storage Profile(스토리지 프
로필 생성)을 클릭하고 필수 필드를 완성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프로필 생성, 654
페이지 새 스토리지 프로필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계 11 (선택 사항) 스토리지 프로필에서 서비스 프로필을 연결 해제하려면 Storage Profile(스토리지 프로
필) 드롭다운 목록에서 No Storage Profile(스토리지 프로필 없음)을 선택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
다.

서비스 프로필이 상속한 모든 로컬 LUN의 세부 사항 표시
스토리지 프로필은 조직 아래에 그리고 서비스 프로필 아래의 전용 스토리지 프로필로 정의할 수 있
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프로필은 가능한 두 스토리지 프로필의 로컬 LUN을 상속합니다. 그러한 로컬
LUN을 2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서비스 프로필이 상속할 모든 로컬 LUN의
세부 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표시할 서비스 프로필을 포함하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상속된 로컬 LUN을 표시할 서비스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Storage(스토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LUN Configuration(LUN 컨피그레이션) 하위 탭을 클릭하고 Local LUNs(로컬 LUN) 탭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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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서비스 프로필이 상속한 모든 로컬 LUN에 대한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다.
• Name(이름)—스토리지 프로필의 LUN 이름.
• Admin State(관리 상태)—로컬 LUN을 구축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관리 상태는 Online(온라
인) 또는 Undeployed(구축되지 않음)가 될 수 있습니다.
로컬 LUN을 서비스 프로필에서 참조하는 경우, 자동 구축 상태가 no-auto-deploy일 경우 관리
상태는 Undeployed(구축되지 않음)가, 그렇지 않으면 Online(온라인)이 됩니다. 서비스 프로필
에서 로컬 LUN을 참조한 후에는 이 로컬 LUN의 자동 구축 상태를 변경하더라도 서비스 프로필
이 상속한 LUN의 관리 상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RAID Level(RAID 레벨)—사용되는 디스크 그룹의 RAID 레벨 요약.
• Provisioned Size (GB)(프로비저닝된 크기 - GB)—스토리지 프로필에 지정된 LUN의 크기(GB).
• Assigned Size (MB)(지정된 크기 - MB)—UCSM에서 지정한 크기(MB)
• Config State(컨피그레이션 상태)—LUN 컨피그레이션의 상태. 상태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
니다.
• Applying(적용 중)—관리 상태가 온라인이고 LUN이 서버와 연결되어 있으며 가상 드라이
브가 생성되는 중입니다.
• Applied(적용됨)—관리 상태가 온라인이고 LUN이 서버와 연결되어 있으며 가상 드라이브
가 생성되었습니다.
• Apply Failed(적용 실패)—관리 상태가 온라인이고 LUN이 서버와 연결되어 있지만 가상
드라이브 생성이 실패했습니다.
• Not Applied(적용되지 않음)—LUN이 서버와 연결되지 않았거나 LUN이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되었으나 관리 상태가 구축되지 않음입니다.
• Referenced LUN Name(참조된 LUN 이름)—프리프로비저닝된 가상 드라이브 이름 또는 UCSM
에서 생성한 가상 드라이브 이름.
• Deploy Name(구축 이름)—구축 후 가상 드라이브 이름.
• ID—LUN ID.
• Order(순서)—LUN이 서버에 표시되는 순서.
• Bootable(부팅 가능)—LUN이 부팅 가능한지 여부.
• LUN New Name(LUN 새 이름)—LUN의 새 이름.
• Drive State(드라이브 상태)—가상 드라이브의 상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Unknown(알 수 없음)
• Optimal(최적)
• Degraded(저하됨)
• Inoperable(작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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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ally Degraded(부분적으로 저하)

블레이드 서버에서 RAID 컨트롤러에 대한 외부 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외부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올 RAID 컨트롤러의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하고 Storage(스토리
지)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Controller(컨트롤러)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Import Foreign Configuration(외부 컨피그레이
션 가져오기)을 클릭합니다.

목적

랙 서버에서 RAID 컨트롤러에 대한 외부 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외부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올 RAID 컨트롤러의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하고 Storage(스토리
지)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Controller(컨트롤러)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Import Foreign Configuration(외부 컨피그레이
션 가져오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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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스토리지 프로필 구성
블레이드 서버에서 로컬 디스크 작업 구성

블레이드 서버에서 로컬 디스크 작업 구성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
적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
시 번호)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로컬 디스크 작업을 구성하려는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하고 Storage(스토리지)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Disks(디스크)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원하는 디스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합
니다.
• Clear Foreign Configuration State(외부 컨피그레이션 상태 지우기)—새로운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왔을 때 로컬 디스크에 외부 컨피그레이션이 있으면
모두 지웁니다.
• Set Unconfigured Good(구성되지 않음, 정상으로 설정)—로컬 디스크가 구
성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 Set Prepare For Removal(제거 준비 설정)—로컬 디스크가 섀시에서 제거 대
상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Set Undo Prepare For Removal(제거 준비 실행 취소 설정)—로컬 디스크가
더 이상 섀시에서 제거할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Mark as Dedicated Hot Spare(전용 핫스페어로 지정)—로컬 디스크를 전용
핫스페어로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 드라이브 중에서 가상 드라이브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Remove Hot Spare(핫스페어 제거)—로컬 디스크가 더 이상 핫스페어가 아
님을 나타냅니다.
• Set JBOD to Unconfigured Good(JBOD를 구성되지 않음, 정상으로 설정)—
새 로컬 디스크가 Unconfigured Good(구성되지 않음, 정상)으로 지정된 후 이
디스크가 구성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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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프로필 구성
랙 서버에서 로컬 디스크 작업 구성

랙 서버에서 로컬 디스크 작업 구성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
장합니다.

단계 3

로컬 디스크 작업을 구성하려는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하고 Storage(스토리지)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Disks(디스크)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원하는 디스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합
니다.
• Clear Foreign Configuration State(외부 컨피그레이션 상태 지우기)—새로
운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왔을 때 로컬 디스크에 외부 컨피그레이션이 있으
면 모두 지웁니다.
• Set Unconfigured Good(구성되지 않음, 정상으로 설정)—로컬 디스크가 구
성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 Set Prepare For Removal(제거 준비 설정)—로컬 디스크가 제거 대상으로 지
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Set Undo Prepare For Removal(제거 준비 실행 취소 설정)—로컬 디스크가
더 이상 제거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Mark as Dedicated Hot Spare(전용 핫스페어로 지정)—로컬 디스크를 전용
핫스페어로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 드라이브 중에서 가상 드라이브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Remove Hot Spare(핫스페어 제거)—로컬 디스크가 더 이상 핫스페어가 아
님을 나타냅니다.
• Set JBOD to Unconfigured Good(JBOD를 구성되지 않음, 정상으로 설정)—
새 로컬 디스크가 Unconfigured Good(구성되지 않음, 정상)으로 지정된 후
이 디스크가 구성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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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스토리지 프로필 구성
가상 드라이브 작업 구성

가상 드라이브 작업 구성
다음 작업은 고아 가상 드라이브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고아 가상 드라이브 삭제
• 고아 가상 드라이브 이름 변경

블레이드 서버에서 고아 가상 드라이브 삭제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고아 가상 드라이브를 삭제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하고
Storage(스토리지)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LUNs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가상 드라이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
Orphaned LUN(고아 LUN 삭제)을 선택합니다.

단계 7

Yes를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랙 서버에서 고아 가상 드라이브 삭제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고아 가상 드라이브를 삭제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하고
Storage(스토리지)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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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프로필 구성
가상 드라이브 작업 구성

명령 또는 동작
단계 5

LUNs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가상 드라이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
Orphaned LUN(고아 LUN 삭제)을 선택합니다.

단계 7

Yes를 클릭합니다.

목적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블레이드 서버에서 고아 가상 드라이브 이름 변경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고아 가상 드라이브의 이름을 변경하려는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하고 Storage(스토리
지)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LUNs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원하는 가상 드라이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Rename
Referenced LUN(참조된 LUN 이름 변경)을 선택합니다.

단계 7

Rename Referenced LUN(참조된 LUN 이름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새 LUN Name(LUN 이름)을 입력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목적

랙 서버에서 고아 가상 드라이브 이름 변경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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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스토리지 프로필 구성
로컬 스토리지를 위한 부팅 정책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3

고아 가상 드라이브의 이름을 변경하려는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하고 Storage(스토리
지)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LUNs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원하는 가상 드라이브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Rename
Referenced LUN(참조된 LUN 이름 변경)을 선택합니다.

단계 7

Rename Referenced LUN(참조된 LUN 이름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새 LUN Name(LUN 이름)을 입력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로컬 스토리지를 위한 부팅 정책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대한 기본 부팅 디바이스를 로컬 LUN 또는 JBOD 디스크로 지정할 수 있습니
다. 각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하나의 기본 부팅 디바이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지 프로
필에서 단 하나의 디바이스만 기본 부팅 LUN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디바이스에 대한 부팅 정책 구성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
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구성할 부팅 정책을 선택하십시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Local Devices(로컬 디바이스) 영
역을 확장합니다.

단계 7

Add Local LUN(로컬 LUN 추가)을 클릭하여 로컬 LUN의
부팅 순서를 구성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
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
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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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프로필 구성
로컬 스토리지를 위한 부팅 정책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8

로컬 LUN을 기본 부팅 디바이스로 구성하려면 Primary(기
본)를 선택합니다.

단계 9

LUN Name(LUN 이름) 필드에서 기본 부팅 디바이스로 구
성할 LUN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단계 10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로컬 JBod 드라이브에 대한 부팅 정책 구성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
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
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구성할 부팅 정책을 선택하십시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
니다.

단계 6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Local Devices(로컬
디바이스) 영역을 확장합니다.

단계 7

Add Local JBod(로컬 JBod 추가)를 클릭하여 BOD는 다음 서버에서만 지원됩니다.
로컬 JBod 디바이스를 기본 부팅 디바이스로 구
•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
성합니다.
• Cisco UCS B260 M4 blade server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 Cisco UCS B460 M4 blade server
• Cisco UCS B200 M4 blade server
• Cisco UCS C220 M4 rack-mount
server
• Cisco UCS C240 M4 rack-mount
server
• Cisco UCS C460 M4 rack-mount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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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프로필 구성
서비스 프로필의 로컬 LUN 작업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8

Disk Slot Number(디스크 슬롯 번호) 필드에 기
본 부팅 디바이스로 구성할 JBod 디스크의 슬롯
번호를 입력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의 로컬 LUN 작업
LUN 이름 프리프로비저닝
LUN 이름 프리프로비저닝은 LUN의 관리 상태가 Undeployed(구축되지 않음)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
LUN 이름이 존재하는데 LUN이 고아가 된 경우 서비스 프로필에서 이를 클레임합니다. 이 LUN이 없
을 경우 지정된 이름으로 새 LUN이 생성됩니다.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
Service_Profile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Storage(스토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LUN Configuration(LUN 컨피그레이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Local LUNs(로컬 LUN) 하위 탭에서 LUN 이름을 프리프로비저닝하려는
LUN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re-Provision LUN Name(LUN
이름 프리프로비저닝)을 선택합니다.

단계 6

Set Pre-Provision LUN Name(LUN 이름 프리프로비저닝 설정) 대화 상자
에서 LUN 이름을 입력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고아 LUN 클레임
고아 LUN 클레임은 LUN의 관리 상태가 Undeployed(구축되지 않음)일 때만 가능합니다. 고아 LUN
을 클레임하기 위해 LUN의 관리 상태를 Undeployed(구축되지 않음)로 명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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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 이름이 비어 있을 경우 클레임하기 전에 LUN 이름을 설정합니다.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
Service_Profile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Storage(스토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LUN Configuration(LUN 컨피그레이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Local LUNs(로컬 LUN) 하위 탭에서 클레임할 LUN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으로 클릭하고 Claim Orphan LUN(고아 LUN 클레임)을 선택합니다.

단계 6

Claim Orphan LUN(고아 LUN 클레임)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고아 LUN
을 선택합니다.

단계 7

LUN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Set Admin State(관리 상태 설
정)를 선택합니다.

단계 8

Set Admin State(관리 상태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Undeployed(구축
되지 않음)를 선택하여 LUN을 구축 해제하고 소유권을 클레임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목
적

LUN 구축 및 구축 해제
LUN을 구축하거나 구축 해제할 수 있습니다. 로컬 LUN의 관리 상태가 Undeployed(구축되지 않음)
일 경우 이 LUN에 대한 참조가 제거되고 LUN은 구축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
Service_Profile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Storage(스토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LUN Configuration(LUN 컨피그레이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Local LUNs(로컬 LUN) 하위 탭에서 구축하거나 구축 해제할 LUN을 마우
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Set Admin State(관리 상태 설정)를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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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6

Set Admin State(관리 상태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Online(온라인)을
선택하여 LUN을 구축하거나 Undeployed(구축되지 않음)를 선택하여 LUN
을 구축 해제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참조 LAN 이름 변경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
Service_Profile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Storage(스토리지)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LUN Configuration(LUN 컨피그레이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Local LUNs(로컬 LUN) 하위 탭에서 참조 LUN의 이름을 변경할 LUN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Rename Referenced LUN(참조 LUN
이름 변경)을 선택합니다.

단계 6

Rename Referenced LUN(참조 LUN 이름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참
조 LUN의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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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에서 전력 관리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Cisco UCS에서 전력 관리, 671 페이지
• 랙 서버 전력 관리, 671 페이지
• 전력 관리 주의 사항, 672 페이지
• 전력 정책 구성, 672 페이지
• 전역 전력 할당 정책 구성, 673 페이지
• 정책 기반 섀시 그룹 전력 한도 설정 구성, 674 페이지
• 수동 블레이드 레벨 전력 한도 설정 구성, 680 페이지

Cisco UCS에서 전력 관리
Cisco UCS Manager에서 다음 기능을 구성하여 전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domain에 속한 모든 섀시에 대한 전력 공급 이중화
• 정책 기반 섀시 레벨 전력 한도 설정
• 수동 블레이드 레벨 전력 한도 설정

랙 서버 전력 관리
랙 서버에서는 전력 한도 설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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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관리 주의 사항
CIMC가 재설정될 경우 Cisco UCS의 전력 모니터링 기능은 CIMC가 재부팅될 때까지 잠시 사용 불가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설정에는 2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전력 상한을 초
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은 전력 한도가 설정된 환경에서 컨피그레이션의 전력 한도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CIMC 재부팅 또는 활성화에 시차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력 정책 구성
전력 정책
전력 정책은 Cisco UCS domain에 속한 모든 섀시의 전원 공급 장치를 위해 이중화를 지정하는 전역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PSU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이중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 5108 Server Chassis Hardware Install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전력 정책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ies(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Power Policy(전력 정책) 영역의 Redundancy(이중화) 필드에서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
니다.
• Non Redundant(비이중화)—Cisco UCS Manager에서 최소 필요 개수의 PSU(power supplies)를
켜고 로드 밸런싱을 수행합니다. 추가 PSU가 설치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꺼짐" 상태
로 설정합니다. 어떤 PSU의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새 PSU를 활성화
하고 다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할 때까지 시스템에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isco UCS 섀시에는 2개 이상의 PSU가 필요합니다. 더 작은 컨피그레이션(2500W
미만 필요)은 단일 PSU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N+1—비이중화를 충족할 PSU 총 개수 + 이중화를 위한 PSU 1개가 켜지며 섀시의 전력 로드를
균등하게 나눕니다. 추가 PSU가 설치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꺼짐" 상태로 설정합니
다. 어떤 PSU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서비스 중단 없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isco UCS 섀시는 N+1 작동에 3개 이상의 PSU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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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d(그리드)—전원 2개가 켜지거나 섀시에서 N+1을 초과하는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소스 하
나에 오류가 있을 경우(1개 또는 2개의 PSU에 대한 전력 공급 중단) 나머지 전력 회로의 정상
PSU에서 계속 섀시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이중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 5108 Server Chassis Hardware Install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전역 전력 할당 정책 구성
전역 전력 할당 정책
전력 전력 할당 정책은 정책 기반의 섀시 그룹 전력 한도 또는 수동 블레이드 레벨 전력 한도를 섀시
의 모든 서버에 적용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전역 정책입니다.
기본 전력 할당 방식, 즉 정책 기반 섀시 그룹 전력 한도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수동 블레이드 레벨 전력 할당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하면 정책 기반 섀시 그룹 전력 할당에 대해
설정된 그룹 또는 컨피그레이션 옵션이 사라집니다.

전역 전력 할당 정책 구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ies(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Global Power Allocation Policy(전역 전력 할당 정책) 영역의 Allocation Method(할당 방식) 필드 필드
에서 다음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여 Cisco UCS domain에서 쓰이는 전력 한도 관리 모드를 결
정합니다.
• Manual Blade Level Cap(수동 블레이드 레벨 한도)—전력 할당은 모든 섀시의 각 개별 블레이
드 서버에 구성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전력 그룹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Policy Driven Chassis Group Cap(정책 기반 섀시 그룹 한도)—전력 할당이 섀시 레벨에서, 연결
된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된 전력 제어 정책을 통해 구성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Cisco
UCS domain에서 하나 이상의 섀시를 포함하는 전력 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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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전력 할당은 각 섀시에서 전력 제어 정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정책 기반 섀시 그룹 전력 한도 설정 구성
정책 기반 섀시 그룹 전력 한도 설정
정책 기반 전력 새시 그룹 전력 한도 설정이 전역 한도 정책에서 선택될 경우 Cisco UCS는 고비용의
전력 장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서버의 초과 서브스크립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2단계 프
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섀시 레벨에서 Cisco UCS가 전력 그룹 멤버에게 가용 전력량을 분할합
니다. 블레이드 레벨에서는 섀시에 할당된 전력량이 우선 순위에 따라 블레이드에 분할됩니다.
서비스 프로필이 연결되거나 연결 해제될 때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섀시 내 블레이드 서버별
전력 할당량을 재계산합니다. 필요하다면 우선 순위가 낮은 서비스 프로필의 전력이 우선 순위가 높
은 서비스 프로필에 재분배됩니다.
UCS 전력 그룹은 데이터 센터 회로 차단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초 이내에 전력 한도를 설정
합니다. 블레이드가 20초간 한도에 머물러 있어야 섀시 전력 분배가 최적화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수
요 급증에 대한 응답을 방지하고자 더 느린 속도의 시간 척도에서 수행됩니다.

참고

시스템은 슬롯이 비어 있더라도 각 슬롯에서 서버를 부팅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보유합니다. 이
예비 전력은 더 많은 전력을 요하는 서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력 한도를 준수하지 못한 블
레이드는 페널티를 받거나 종료됩니다.

전력 그룹 구성
전력 그룹
전력 그룹은 동일한 PDU(power distribution unit)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섀시의 모음입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하나 이상의 섀시를 포함하는 전력 그룹을 생성한 다음 그 전력 그룹에 대한 피
크 전력 용량을 AC 와트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섀시 레벨에서 전력 용량을 설정하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IOM, CIMC, BIOS 버전 1.4 이상
• PSU 2개
피크 전력 용량은 특정 전력 그룹에 속한 모든 블레이드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량을 나타내는 고
정값입니다. 전력 그룹에서 블레이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수동으로 피크 전력값을 수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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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전력 그룹은 그 그룹에 속한 모든 블레이드의 기본적인 전력 요구 사항을 수용하도록 피크 전
력 용량을 조정합니다.
각 섀시에 대해 1556 AC 와트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변환하면 1400 DC 와트이며, 이는 완전
히 채워진 섀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전력량입니다.
섀시가 전력 그룹에 추가되면 섀시의 블레이드와 연결된 모든 서비스 프로필도 그 전력 그룹에 속하
게 됩니다. 또한 섀시에 새 블레이드를 추가할 경우 그 블레이드는 상속에 의해 섀시 전력 그룹에 속
하게 됩니다.

참고

전력 그룹 생성은 서버 풀 생성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전력 그룹의 멤버로 서버 풀을 채
울 수 있습니다. 전력 한정자를 생성하여 서버 풀 정책에 추가하면 됩니다.
섀시가 제거되거나 삭제될 때 그 섀시는 전력 그룹에서 제거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전력을 할당하고 전력 그룹을 다룰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 메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류 메시지

원인

권장 조치

Insufficient budget for 섀시에 대한 전력 용량을 지정할 전력 용량 한도를 1556 와트
power group
때 최소 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AC(1400 와트 DC)보다 높은 값
POWERGROUP_NAME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으로 늘립니다.
Insufficient power
available to discover
server Chassis
ID/BladeID

새 블레이드를 추가하여 블레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전력을
드 검색에 사용 가능한 부팅 전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력이 부족할 때 이 메시지가 표
• 전력 그룹의 섀시 또는 블
시됩니다.
레이드를 제거하거나 서비
스 해제합니다.
• 그룹에 할당된 전력을 늘립
니다.
• 그룹의 블레이드에 대한 우
선 순위를 낮춥니다.

전력 그룹 생성
시작하기 전에
전역 전력 할당 정책이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탭 Policy Driven Chassis Group Cap(정책 기반 섀
시 그룹 한도)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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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ies(정책)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Power Groups(전력 그룹)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테이블 오른쪽의 아이콘 모음에서 +를 클릭합니다.
+ 아이콘이 비활성화될 경우 테이블의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단계 6

Create Power Group(전력 그룹 생성) 마법사의 첫 페이지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a) 전력 그룹의 고유한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
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b)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reate Power Group(전력 그룹 생성) 마법사의 Add Chassis Members(섀시 멤버 추가)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hassis(섀시) 테이블에서 전력 그룹에 포함할 섀시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b) 전력 그룹에 포함된 모든 섀시를 표시하는 Selected Chassis(선택된 섀시) 테이블에 섀시를 추가하
려면 >> 버튼을 클릭합니다.
<< 버튼을 사용하면 전력 그룹에서 하나 이상의 섀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c)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reate Power Group(전력 그룹 생성) 마법사의 Power Group Attributes(전력 그룹 특성)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Power Cap(전력 한도) 필드

전력 그룹에서 이용 가능한 최대 피크 전력(와트).
0 ~ 10000000 범위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Enable Dynamic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Reallocation(동적 재할당 활성
• Chassis(섀시)—Cisco UCS는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화) 필드
필요하다면 블레이드 할당량을 조정하여 전력 사용률을
극대화합니다.
• None(없음)—블레이드 할당은 동적으로 조정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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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전력 그룹에 섀시 추가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wer Groups(전력 그룹)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섀시를 추가할 전력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dd Chassis Members(섀시 멤버 추가)
를 선택합니다.

단계 5

Add Chassis Members(섀시 멤버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hassis(섀시) 테이블에서 전력 그룹에 포함할 섀시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b) 전력 그룹에 포함된 모든 섀시를 표시하는 Selected Chassis(선택된 섀시) 테이블에 섀시를 추가하
려면 >> 버튼을 클릭합니다.
<< 버튼을 사용하면 전력 그룹에서 하나 이상의 섀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전력 그룹에서 섀시 제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wer Groups(전력 그룹)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섀시를 제거할 전력 그룹을 확장합니다.

단계 5

전력 그룹에서 제거할 섀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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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그룹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wer Groups(전력 그룹)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전력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전력 제어 정책 구성
전력 제어 정책
Cisco UCS에서는 전력 제어 정책에 설정된 우선 순위와 블레이드 유형 및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섀시 내 각 블레이드에 대한 초기 전력 할당량을 계산합니다. 정상 작동 중에는 섀시 내의 활성 블레
이드가 동일 섀시에 속한 유휴 블레이드의 전력을 빌릴 수 있습니다. 모든 블레이드가 활성 상태이고
전력 한도에 도달할 경우 더 높은 우선 순위의 전력 제어 정책을 가진 서비스 프로필이 더 낮은 우선
순위의 전력 제어 정책을 가진 서비스 프로필에 우선합니다.
우선 순위는 1 ~ 10으로 지정하며, 1이 가장 높고 10이 가장 낮습니다. 기본 우선 순위는 5입니다.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no-cap이라는 특별한 우선 순위도 사용 가능합니다. 우선 순위
를 no-cap으로 설정하면 Cisco UCS에서 특정 서버의 미사용 전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 설정에서
는 해당 서버 유형에 가능한 최대 전력 용량이 서버에 할당됩니다.

참고

이 정책을 적용하려면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하고 서비스 프로필을 서버에 연결해야 합니다.

전력 제어 정책 생성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정책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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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Power Control Policies(전력 제어 정책)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Power Control
Policy(전력 제어 정책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reate Power Control Policy(전력 제어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Name(이름) 필드

정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1자 ~ 16자의 영숫자입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이픈), _(밑줄), :(콜론), .(마침표)를 제외한 어떤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체를 저장한 다음에는 이 이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정책에 대한 설명. 언제 어디서 정책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wner(소유자)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Local(로컬)—이 정책은 이 Cisco UCS domain의 서비스 프로
필 및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Pending Global(보류 중 전역)—이 정책에 대한 제어가 Cisco
UCS Central로 전송되는 중입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이 정책
은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된 모든 Cisco UCS domains에서
사용 가능해집니다.
• Global(전역)—이 정책은 Cisco UCS Central에서 관리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변경은 Cisco UCS Central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Power Capping(전력 한도 설정) 전력 그룹 내의 전력 수요가 전력 공급량을 초과할 경우 서버에서
필드
일어나는 결과.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No Cap(한도 없음)—서버는 전력 그룹에 속한 다른 서버의
전력 요구 사항과 상관없이 계속 전체 용량으로 실행됩니다.
• cap(한도 있음)—서버 그룹에 속한 다른 서버와의 상대적 우
선 순위에 따라 서버에 최소 전력 용량이 할당됩니다. 더 많
은 전력이 사용 가능해지면 Cisco UCS에서는 한도가 설정된
서버가 원래의 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전력 그
룹에서 사용 가능한 전력 총량이 줄어들 경우 할당량을 낮출
뿐입니다.
cap(한도 있음)을 선택하면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Priority(우선 순위) 필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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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Priority(우선 순위) 필드

전력 한도가 적용될 경우 서버가 전력 그룹 내에서 갖는 우선 순
위.
1 ~ 10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1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입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서비스 프로필 또는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에 정책을 포함합니다.

전력 제어 정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Policies(정책) > Organization_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Power Control Policies(전력 제어 정책)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삭제할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수동 블레이드 레벨 전력 한도 설정 구성
수동 블레이드 레벨 전력 한도 설정
수동 블레이드 레벨 전력 한도 설정이 전역 한도 정책에서 구성된 경우 Cisco UCS domain의 블레이
드 서버별로 전력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컨피그레이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abled(활성화)
서버에서 한 번에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0와트 ~ 1100와트의 어떤 값
이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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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ed(비활성화)
서버에 대해 어떤 전력 사용 제한도 없습니다. 서버는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서버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여 서버에 대해 구성된 최대값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Cisco
UCS Manager는 서버를 연결 해제하거나 종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Cisco UCS Manager는 서버의
가용 전력을 줄입니다. 그로 인해 CPU 속도가 감소하는 등 서버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Equipment(장비) > Policies(정책) >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 Global Power Allocation Policy(전
역 전력 할당 정책)에서 수동 블레이드 레벨 전력 한도가 구성된 경우 전력 제어 정책에 설정된 우
선 순위는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서버의 블레이드 레벨 전력 한도 설정
시작하기 전에
전역 전력 할당 정책이 Global Policies(전역 정책) 탭 Manual Blade Level Cap(수동 블레이드 레벨 한
도)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전력 할당량을 설정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Power Budget(전력 할당)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제목 오른쪽의 Expand(확장) 아이콘을 클릭하여 필드를 표시합니다.
b)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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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Admin Status(관리 상태) 필드 이 서버에 전력 한도가 설정되었는지 여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Unbounded(구속 없음)—어떤 조건에서도 서버 전력 한도
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 Enabled(활성)—Cisco UCS Manager GUI에서 Watts 필드
를 표시합니다.
참고

Watts 필드

섀시의 가용 전력이 수요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만 전력 한도 설정이 유효합니다. 충분한 전력이 있을
경우 서버는 필요한 만큼(와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섀시의 가용 전력이 수요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경우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와트).
값의 범위는 0 ~ 10000000입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블레이드 레벨 전력 한도 보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섀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섀시에 있는 모든 서버의 전력 사용량을 보려면 Work(작업) 창의 Power(전력) 탭을 클릭합니다.
• 섀시에 있는 한 서버의 전력 사용량을 보려면 섀시를 확장하고 해당 서버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Work(작업) 창의 Power(전력)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필요하다면 Motherboards(마더보드) 노드를 확장하여 전력 카운터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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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간대 관리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준 시간대, 683 페이지
• 표준 시간대 설정, 683 페이지
• NTP 서버 추가, 684 페이지
• NTP 서버 삭제, 684 페이지

표준 시간대
Cisco UCS에서는 Cisco UCS Manager에 정확한 시간이 표시되려면 도메인별 표준 시간대 설정 및 NTP
서버가 필요합니다. Cisco UCS domain에서 이 설정을 둘 다 구성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올바르게 표
시되지 않습니다.

표준 시간대 설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을 확장합니다.

단계 3

Time Zone Management(표준 시간대 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Time Zone(표준 시간대) 드롭다운 목록에서 Cisco UCS domain에 사용할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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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P 서버 추가

NTP 서버 추가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을 확장합니다.

단계 3

Time Zone Management(표준 시간대 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NTP Servers(NTP 서버) 영역에서 테이블 아이콘 모음의 +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dd NTP Server(NTP 서버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이 Cisco UCS domain에서 사용할 NTP 서버의 IPv4 또는 IPv6 주소나 호스트 이름을 NTP Server(NTP
서버) 필드에 입력합니다.
b) OK(확인)를 클릭합니다.

NTP 서버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을 확장합니다.

단계 3

Time Zone Management(표준 시간대 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NTP Servers(NTP 서버) 영역에서 삭제할 서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7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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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 관리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섀시 관리, 685 페이지
• 섀시 제거 및 서비스 해제 지침, 685 페이지
• 섀시 승인, 686 페이지
• 섀시 서비스 해제, 687 페이지
• 섀시 제거, 687 페이지
• 단일 섀시 재가동, 687 페이지
• 다중 섀시 재가동, 688 페이지
• 섀시 번호 재지정, 689 페이지
• 로케이터 LED 토글, 690 페이지
• 상태 LED 경보, 690 페이지
• 섀시에 대한 POST 결과 보기, 692 페이지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섀시 관리
Cisco UCS domain의 모든 섀시를 Cisco UCS Manager GUI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섀시 제거 및 서비스 해제 지침
Cisco UCS Manager를 사용하여 섀시를 제거하거나 서비스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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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 관리
섀시 승인

섀시 서비스 해제
섀시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임시적으로 Cisco UCS Manager 컨피그레이션에서 제
거하려는 경우 서비스 해제를 수행합니다. 서비스 해제된 섀시는 나중에 재가동될 것이므로 Cisco
UCS Manager는 섀시 정보의 일부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보존합니다.
섀시 제거
제거란 물리적으로 섀시를 시스템에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섀시의 물리적 분리가 완료되면 그 섀시
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은 Cisco UCS Manager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섀시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연결된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제거된 섀시를 다시 컨피그레이션에 추가해야 하는 경우 재연결한 다음 재검색해야 합니다. Cisco
UCS Manager는 검색 과정에서 섀시에 새 ID를 부여하며, 이는 이전의 ID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섀시 승인
섀시를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연결하는 링크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섀
시 승인은 Cisco UCS Manager에서 링크 수의 변화를 파악하고 트래픽이 모든 가용 링크를 지나게 하
는 절차입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포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한 다음 1분 이상 기다렸다가 섀시를 재승인
합니다. 섀시 재승인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섀시에서 보내는 서버 트래픽의 피닝에 활성화했거나 비
활성화한 포트의 변경 사항이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승인할 섀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Acknowledge Chassis(섀시 승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섀시를 연결 해제하고 섀시와 패브릭 인터커넥트 또는 시스템의 패브릭 인
터커넥트 간의 연결을 재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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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 서비스 해제

섀시 서비스 해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비스 해제할 섀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Decommission Chassis(섀시 서비스 해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해제가 완료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섀시가 컨피그레이션에서 제거된 후 Cisco UCS
Manager에서는 섀시를 Decommissioned(서비스 해제됨) 탭으로 추가합니다.

섀시 제거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섀시를 분리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제거할 섀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move Chassis(섀시 제거)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제거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일 섀시 재가동
이 절차에서는 섀시를 컨피그레이션으로 복귀시키고 이 섀시에 섀시 검색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 절
차가 끝나면 섀시 및 여기에 포함된 모든 서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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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 관리
다중 섀시 재가동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hassis(섀시)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Decommissioned(서비스 해제됨)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재가동하려는 섀시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섀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Re-commission Chassis(섀시 재가동)를 선택합니다.
b) Re-commission Chassis(섀시 재가동) 대화 상자의 Chassis ID(섀시 ID) 필드에서 섀시에 지정하려
는 ID를 입력하거나 화살표를 사용하여 선택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섀시가 재가동된 후 Cisco UCS Manager에서 섀시
검색 정책을 실행하고 Navigation(탐색) 창의 목록에 섀시를 추가합니다.

다중 섀시 재가동
이 절차에서는 섀시를 컨피그레이션으로 복귀시키고 이 섀시에 섀시 검색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 절
차가 끝나면 섀시 및 여기에 포함된 모든 서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여러 섀시를 동시에 재가동할 경우 섀시의 번호를 재지정할 수 없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는 섀시의 이전 ID를 그대로 지정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hassis(섀시)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Decommissioned(서비스 해제됨)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재가동할 각 섀시의 행에서 Re-commission(재가동)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섀시가 재가동된 후 Cisco UCS Manager에서 섀시
검색 정책을 실행하고 Navigation(탐색) 창의 목록에 섀시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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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 번호 재지정

섀시 번호 재지정
참고

Cisco UCS Manager를 통해 블레이드 서버의 번호를 재지정할 수 없습니다. 블레이드 서버에 지정
되는 ID는 섀시에서 차지하는 물리적 슬롯에 의해 결정됩니다. 블레이드 서버의 번호를 재지정하
려면 서버를 섀시의 다른 슬롯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섀시의 ID를 서로 바꿀 경우 먼저 양쪽 섀시 모두 서비스 해제한 다음 섀시 서비스 해제 FSM이 완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번호 재지정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hassis(섀시) 노드가 다음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번호를 재지정할 섀시
• 사용하려는 번호의 섀시
이 섀시 중 하나라도 Chassis(섀시) 노드에 나열될 경우 그 섀시를 서비스 해제합니다. 서비스 해제
FSM이 완료되고 섀시가 Chassis(섀시) 노드에 표시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계속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는 몇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계 4

Equipment(장비) 탭에서 Chassis(섀시)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Decommissioned(서비스 해제됨)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번호를 재지정할 섀시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섀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Re-commission Chassis(섀시 재가동)를 선택합니다.
b) Re-commission Chassis(섀시 재가동) 대화 상자의 Chassis ID(섀시 ID) 필드에서 섀시에 지정할 ID
를 입력하거나 화살표를 사용하여 선택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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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이터 LED 토글

로케이터 LED 토글
섀시의 로케이터 LED 켜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위치를 찾아야 할 섀시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Turn on Locator LED(로케이터 LED 켜기)를 클릭합니다.
로케이터 LED가 이미 켜져 있을 경우 이 작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섀시의 LED가 깜박거리기 시작합니다.

섀시의 로케이터 LED 끄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로케이터 LED를 끌 섀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Turn off Locator LED(로케이터 LED 끄기)를 클릭합니다.
로케이터 LED가 이미 꺼져 있을 경우 이 작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섀시의 LED가 더 이상 깜박거리지 않습니다.

상태 LED 경보
블레이드 상태 LED가 각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의 전면에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
에서는 블레이드 상태 LED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거나 황색으로 깜박이게 하는 센서 오류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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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LED 경보에서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름

설명

Severity(심각도) 열

경보의 심각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Critical(중대)—블레이드 상태 LED가 황색으로 깜박거립니
다. 빨간색 점으로 표시됩니다.
• Minor(경미)—블레이드 상태 LED가 황색입니다. 오렌지색
점으로 표시됩니다.

Description(설명) 열

경보에 대한 간략한 설명.

Sensor ID(센서 ID) 열

경보를 트리거한 센서의 ID.

Sensor Name(센서 이름) 열

경보를 트리거한 센서의 이름.

상태 LED 경보 보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상태 LED 경보를 볼 서버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View Health LED Alarms(상태 LED 경보 보기)를 클릭합니다.
View Health LED Alarms(상태 LED 경보 보기) 대화 상자에서 선택된 서버에 대한 상태 LED 경보를
나열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하여 View Health LED Alarms(상태 LED 경보 보기)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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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LED 보기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UCS-A# scope serverchassis-id/blade-id 지정된 서버에 대한 섀시 서버 모드를 시작
합니다.

단계 2

UCS-A /chassis/server # show health-led 선택된 서버의 상태 LED 및 센서 경보를 표
expand
시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섀시 1 서버 1에 대해 상태 LED 및 센서 경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UCS-A# scope server 1/1
UCS-A /chassis/server # show health-led
Health LED:
Severity: Minor
Reason:: P0V75_STBY:Voltage Threshold Crossed;TEMP_SENS_FRONT:Temperature Threshold
Crossed;
Color: Amber
Oper State:: On
Sensor Alarm:
Severity: Minor
Sensor ID: 7
Sensor Name: P0V75_STBY
Alarm Desc: Voltage Threshold Crossed
Severity: Minor
Sensor ID: 76
Sensor Name: TEMP_SENS_FRONT
Alarm Desc: Temperature Threshold Crossed
Severity: Minor
Sensor ID: 91
Sensor Name: DDR3_P1_D2_TMP
Alarm Desc: Temperature Threshold Crossed
UCS-A /chassis/server #

섀시에 대한 POST 결과 보기
섀시의 모든 서버 및 어댑터에 대해 POST(Power On Self-Test) 과정에서 수집한 어떤 오류도 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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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를 확장합니다.

단계 3

POST 결과를 볼 섀시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View POST Results(POST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POST Results(POST 결과) 대화 상자에서는 섀시의 각 서버 및 그 어댑터에 대한 POST 결과가 나열
됩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Affected Object(해당 개체) 열의 링크를 클릭하면 어댑터의 속성이 표시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하여 POST Results(POST 결과)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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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블레이드 서버 관리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물리적 서버 관리, 696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 제거 및 서비스 해제 지침, 697 페이지
• 예기치 않은 서버 전력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권장 사항, 698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 부팅, 699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 종료, 701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 재설정, 702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 재승인, 703 페이지
• 섀시에서 서버 제거, 703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에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 704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 서비스 해제, 705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 재가동, 705 페이지
• 섀시의 서버 슬롯 재승인, 706 페이지
•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존재하지 않는 블레이드 서버 제거, 706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의 로케이터 LED 켜기 및 끄기, 707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에 대해 CMOS 재설정, 708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에 대해 CIMC 재설정, 708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에 대해 TPM 지우기, 709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에서 손상된 BIOS 복구, 709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에 대한 POST 결과 보기, 710 페이지
• 블레이드 서버에서 NMI 실행, 71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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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LED 경보, 711 페이지
• 상태 LED 경보 보기, 712 페이지

물리적 서버 관리
Cisco UCS domain의 모든 블레이드 서버를 Cisco UCS Manager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
다. 전력 상태 변경과 같은 일부 블레이드 서버 관리 작업은 서버 및 서비스 프로필에서 수행할 수 있
습니다.
나머지 관리 작업은 서버에서만 가능합니다.
섀시의 블레이드 서버 슬롯이 비어 있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그 슬롯에 대한 정보, 오류, 장
애를 제공합니다. 또한 서버 불일치 오류를 해결하고 Cisco UCS Manager에서 슬롯의 블레이드 서버
를 재검색하도록 슬롯을 재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UCS B460 M4 Blade Server 관리
Cisco UCS B460 M4 Blade Server는 2개의 전체 너비 Cisco UCS B260 Blade Server로 구성되며, 이들은
Cisco UCS 확장성 커넥터로 연결됩니다. 각 개별 블레이드 서버를 노드라고 하며 마스터 노드 또는
슬레이브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Cisco UCS B460 M4 Blade Server에는 2개의 서로 다른 노드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
니다.
• 마스터 노드는 항상 최상위 번호의 슬롯에 있는 노드입니다.
• Cisco UCS Manager에서 Cisco UCS B460 Blade Server를 참조할 때마다 마스터 슬롯 번호를 가리
킵니다.
• Cisco UCS 확장성 커넥터를 Cisco UCS B460 M4 Blade Server에서 제거할 경우 Cisco UCS Manager
GUI의 Physical Display(물리적 표시) 영역에서는 양쪽 마스터 노드 슬롯 및 양쪽 슬레이브 노드
슬롯 모두에 Needs Resolution(해결 필요)이라고 표시합니다.
• 상태 LED는 마스터 노드와 슬레이브 노드의 개별 상태 및 두 노드의 종합적인 상태를 모두 표시
합니다. 종합 상태 LED에서는 가장 나쁜 노드 상태를 표시합니다. 어떤 상태 LED 경보도 개별
적으로 표시됩니다.
• Cisco UCS Manager GUI에서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노드의 로케이터 LED를 켜거나 끌 수 있습
니다. Cisco UCS Manager CLI에서 로케이터 LED를 개별적으로 또는 두 로케이터 LED를 동시
에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 Cisco UCS B460 M4 Blade Server의 전력 한도는 서버 레벨에서 적용됩니다. 각 노드의 한도는 총
량의 절반입니다.
•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마스터 및 슬레이브 노드를 동시에 업데이트합니다. 개별 노드에서 펌
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 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은 마스터 노드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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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CS B460 Blade Server는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노드 중 하나에서 생성되는 SEL 로그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로그는 동일한 페이지에 표시되며 슬롯 번호로 구별됩니다.
• Cisco UCS Manager GUIStorage(스토리지) 탭에서 Local Disk Configuration Policy(로컬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정책) 및 Actual Disk Configurations(실제 디스크 컨피그레이션) 영역은 Cisco UCS
B460 Blade Server 마스터 노드의 데이터만 표시합니다. 슬레이브 노드에 대해서는 어떤 필드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Cisco UCS B460 M4 Blade Server로 업그레이드
Cisco UCS B260 M4 블레이드 서버가 있을 경우 업그레이드 킷을 구매하여 Cisco UCS B460 M4 블레
이드 서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Cisco UCS 하드웨어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시작하기 전에
2개의 Cisco UCS B260 M4 블레이드 서버 및 1개의 Cisco UCS 확장성 커넥터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기존 Cisco UCS B260 M4 블레이드 서버가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단계 2

제2 Cisco UCS B260 M4 블레이드 서버를 섀시에서 제1 블레이드 서버의 위쪽 또는 아래쪽에 삽입합
니다.
참고
제2 블레이드 서버에 Cisco UCS 확장성 터미네이터가 없을 경우 제1 블레이드 서버의 터미
네이터를 사용합니다.

단계 3

양쪽 Cisco UCS B260 M4 블레이드 서버 모두 서비스 해제합니다.

단계 4

펌웨어를 동기화합니다.
Cisco UCS Manager의 펌웨어 자동 동기화 서버 정책을 사용하여 새 서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Cisco UCS B-Series 펌웨어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5

Cisco UCS 확장성 터미네이터를 Cisco UCS 확장성 커넥터로 대체합니다.
슬롯 유무가 불일치로 바뀌지만 검색이 트리거되지 않습니다.

단계 6

새 Cisco UCS B460 M4 블레이드 서버를 재승인합니다.

블레이드 서버 제거 및 서비스 해제 지침
Cisco UCS Manager를 사용하여 블레이드 서버를 제거하거나 서비스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
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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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서버 서비스 해제
블레이드 서버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임시적으로 컨피그레이션에서 제거하려는
경우 서비스 해제를 수행합니다. 서비스 해제된 블레이드 서버는 나중에 재가동될 것이므로 Cisco
UCS Manager는 서버 정보의 일부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보존합니다.
블레이드 서버 제거
제거란 블레이드 서버와 섀시의 연결을 해제하여 물리적으로 서버에서 블레이드 서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블레이드 서버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섀시와 연결된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블레이드 서버의 물리적 분리가 완료되면 그 블레이드 서버에 대한 컨피그레이
션은 Cisco UCS Manager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블레이드 서버와의 활성 링크가 비활성화되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엔트리가 삭
제되며 서버는 검색 중에 지정되었던 모든 서버 풀에서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참고

검색 중에 자동으로 서버 풀에 추가된 서버만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수동으로 서버 풀에 추가했
던 서버는 수동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된 블레이드 서버를 다시 컨피그레이션에 추가해야 하는 경우 재연결한 다음 재검색해야 합니
다. 서버가 Cisco UCS Manager에 다시 추가되면 신규 서버로 간주되어 고급 검색 프로세스를 거칩니
다. 이런 이유로 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에 이전의 ID와 다른 ID를 새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서버 전력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권장 사항
서버가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 서버의 전원 또는 재설정 버튼을 비롯하여 어떤 방법으
로든 서버 전력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되었거나 지정된 경우 오로지 다음 방법을 통해 서버 전력 상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서버 또는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의 General(일반) 탭으로
이동하고 Actions(작업) 영역에서 Boot Server(서버 부팅) 또는 Shutdown Server(서버 종료)를
선택합니다.
• Cisco UCS Manager CLI에서 서버 또는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로 이동하여 power up 또는
power down 명령을 사용합니다.

중요

현재 꺼져 있으나 연결된 서버에서는 다음 옵션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 GUI의 Reset(재설정)
• CLI의 cycle cycle-immediate 또는 reset hard-reset-immediate
• 서버의 전원 또는 재설정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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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꺼져 있는 서버를 재설정하거나 켰다 끄거나 전원 버튼을 누를 경우 서버의 실제 전력 상태가
서비스 프로필의 설정과 동기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버와 Cisco UCS Manager 간의 통신이 끊기
거나 서비스 프로필 컨피그레이션이 변경될 경우 Cisco UCS Manager가 서비스 프로필의 목표 전력
상태를 서버에 적용하여 예기치 않은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력 동기화 문제로 인해 서버가 예기치 않게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의 목표 전력 상태 현재 서버 전력 상태

통신 중단 후 서버 전력 상태

위로

꺼짐

켜짐

아래로

켜짐

켜짐
참고

실행 중인 서버는 서비
스 프로필의 목표 전력
상태와 상관없이 종료되
지 않습니다.

블레이드 서버 부팅
블레이드 서버 부팅
Boot Server(서버 부팅) 링크가 Actions(작업) 영역에서 흐리게 표시될 경우 먼저 서버를 종료해야 합
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부팅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Boot Server(서버 부팅)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가 부팅되었으면 General(일반) 탭의 Overall Status(전체 상태) 필드에서 OK 상태임을 표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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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에서 서버 부팅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연결된 서버를 부팅해야 할 서비스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Boot Server(서버 부팅)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Boot Server(서버 부팅) 대화 상자에서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버가 부팅되었으면 General(일반) 탭의 Overall Status(전체 상태) 필드에서 OK 또는 정상 가동 상
태임을 표시합니다.

블레이드 서버의 부팅 순서 결정
팁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의 General(일반) 탭에서 부팅 순서 탭도 볼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부팅 순서를 결정할 서버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Boot Order Details(부팅 순서 세부 사항) 영역이 확장되지 않을 경우 제목 오른쪽의 Expand(확장) 아
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6

서버에 지정된 부팅 순서를 보려면 Configured Boot Order(구성된 부팅 순서)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물리적 서버 컨피그레이션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무엇이 부팅되는지 보려면 Actual Boot Order(실
제 부팅 순서) 탭을 클릭합니다.
참고
Actual Boot Order(실제 부팅 순서) 탭에서는 항상 부팅 순서 목록의 맨 아래에 "Internal EFI
Shell(내부 EFI 셸)"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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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서버 종료
블레이드 서버 종료
설치된 운영 체제가 있는 서버를 종료하는 데 이 절차를 사용하면 Cisco UCS Manager에서는 OS의 정
상적인 종료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Actions(작업) 영역에서 Shutdown Server(서버 종료) 링크가 흐리게 표시될 경우 해당 서버는 실행
중이 아닙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종료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Shutdown Server(서버 종료)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General(일반) 탭의 Overall Status(전체 상태) 필드에서 전원 꺼짐 상태
임을 표시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서 서버 종료
설치된 운영 체제가 있는 서버를 종료하는 데 이 절차를 사용하면 Cisco UCS Manager에서는 OS의 정
상적인 종료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Actions(작업) 영역에서 Shutdown Server(서버 종료) 링크가 흐리게 표시될 경우 해당 서버는 실행
중이 아닙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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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연결된 서버를 종료해야 할 서비스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Shutdown Server(서버 종료)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General(일반) 탭의 Overall Status(전체 상태) 필드에서 중단 상태 또는
전원 꺼짐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블레이드 서버 재설정
서버를 재설정할 때 Cisco UCS Manager에서는 재설정 라인에 펄스를 보냅니다. 운영 체제를 정상적
으로 종료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가 정상적인 종료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서버의 전원
이 꺼졌다가 켜집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를 재설정하기 전에 모든 관리 작업을 완료하게
하는 옵션은 서버 재설정 전에 이러한 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전원 꺼짐(power-down) 상태의 서버를 부팅하려는 경우 Reset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전원 켜짐(power-up)을 유지할 경우 희망하는 서버 전원 상태가 실제 전원 상태
와 동기화되지 않고 나중에 예기치 않게 서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서버를 전원 꺼짐 상
태에서 안전하게 재부팅하려면 Cancel(취소)을 클릭한 다음 Boot Server(서버 부팅) 작업을 선택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재설정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set(재설정)을 클릭합니다.

단계 6

Reset Server(서버 재설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Power Cycle(전력 제어) 옵션을 클릭합니다.
b) (선택 사항) Cisco UCS Manager에서 이 서버에 대해 보류 중인 모든 관리 작업을 완료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재설정이 완료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버가 재설정되면 General(일반) 탭의 Overall
Status(전체 상태) 필드에서 OK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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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서버 재승인
서버 및 서버의 모든 엔드포인트를 재검색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가 예기치
않은 상태(예: 검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승인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Server Maintenance(서버 유지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Maintenance(유지관리) 대화 상자에서 Re-acknowledge(재승인)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
다.
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를 연결 해제하고 서버와 시스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 간의 연결을 구
현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버가 승인되면 General(일반) 탭의 Overall
Status(전체 상태) 필드에서 OK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섀시에서 서버 제거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섀시에서 서버를 분리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섀시에서 제거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Server Maintenance(서버 유지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Maintenance(유지관리) 대화 상자에서 Decommission(서비스 해제)과 OK(확인)를 차례로 클릭합니
다.
서버가 Cisco UCS 컨피그레이션에서 제거됩니다.

단계 7

섀시의 물리적 위치로 이동하여 슬롯에서 서버 하드웨어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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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하드웨어 분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섀시의 Cisco UCS Hardware Installation Guide에
서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할 작업
블레이드 서버를 물리적으로 재설치할 경우 슬롯을 재승인해야 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를 재검
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섀시의 서버 슬롯 재승인, 70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블레이드 서버에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
이 절차에서는 블레이드 서버에서 인밴드 관리 IP 주소 컨피그레이션을 제거합니다. 이 작업이 회색
으로 표시된 경우 완료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없는 것입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 > Server Name(서버 이름)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영역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CIMC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Delete Inband Configuration(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을 클릭합니다.

단계 6

Delete(삭제) 확인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의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삭제되었습니다.
참고

인밴드 서비스 프로필이 Cisco UCS Manager에서 기본 VLAN 및 풀 이름으로 구성된 경우 서
버 CIMC는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삭제되고 약 1분 후에 인밴드 프로필에서 자동으로 인밴
드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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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서버 서비스 해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비스 해제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Server Maintenance(서버 유지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Maintenance(유지관리)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Decommission(서비스 해제)을 클릭합니다.
b)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버가 Cisco UCS 컨피그레이션에서 제거됩니다.

다음에 할 작업
블레이드 서버를 물리적으로 재설치할 경우 슬롯을 재승인해야 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를 재검
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섀시의 서버 슬롯 재승인, 70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블레이드 서버 재가동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Chassis(섀시)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Decommissioned(서비스 해제됨)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재가동할 블레이드 서버 각각의 행에서 Recommission(재가동) 열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Save Changes(변
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서버의 FSM 탭에서 서버 재가동 및 검색의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다음에 할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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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의 서버 슬롯 재승인
섀시에서 물리적 하드웨어를 분리하지 않은 채로 블레이드 서버를 서비스 해제한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를 다시 검색하고 작동하게 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재승인하려는 슬롯의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IfCisco UCS Manager에서 Resolve Slot Issue(슬롯 문제 해결) 대화 상자가 표시될 경우 다음 중 하나
를 수행합니다.
옵션

설명

Situation(상황) 영역의
here 링크

이 링크를 클릭하고 확인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슬롯을 재승인하고 슬롯의 서버를 검색합니다.

OK(확인)

General(일반) 탭으로 진행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Actions(작업)
영역의 Reacknowledge Slot(슬롯 재승인) 링크를 사용하여 Cisco UCS
Manager에서 슬롯을 승인하고 슬롯의 서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존재하지 않는 블레이드
서버 제거
먼저 서버를 서비스 해제하지 않고 서버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분리했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
다. 서버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서버를 제거하려는 경우 섀시에서 서버 제거, 703 페이지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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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거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Server Maintenance(서버 유지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Maintenance(유지관리) 대화 상자에서 Remove(제거)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이 서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합니
다. 이제 서버 슬롯에 새 서버 하드웨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서버의 로케이터 LED 켜기 및 끄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로케이터 LE를 켜거나 끌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Turn on Locator LED(로케이터 LED 켜기)—선택한 서버의 LED를 켭니다.
• Turn off Locator LED(로케이터 LED 끄기)—선택한 서버의 LED를 끕니다.
• Turn on Master Locator LED(마스터 로케이터 LED 켜기)—Cisco UCS B460 M4 Blade Server에
서 마스터 노드의 LED를 켭니다.
• Turn off Master Locator LED(마스터 로케이터 LED 끄기)—Cisco UCS B460 M4 Blade Server에
서 마스터 노드의 LED를 끕니다.
• Turn on Slave Locator LED(슬레이브 로케이터 LED 켜기)—Cisco UCS B460 M4 Blade Server에
서 슬레이브 노드의 LED를 켭니다.
• Turn off Slave Locator LED(로케이터 LED 끄기)—Cisco UCS B460 M4 Blade Server에서 슬레
이브 노드의 LED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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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서버에 대해 CMOS 재설정
서버 트러블슈팅을 위해 CMOS를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MOS 재설정은 일반적인 서버
유지 보수에 속하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MOS를 재설정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ver Server(서버 복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Recover Server(서버 복구) 대화 상자에서 Reset CMOS(CMOS 재설정)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
릭합니다.

블레이드 서버에 대해 CIMC 재설정
펌웨어와 관련하여 서버 트러블슈팅을 위해 CIMC를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IMC 재설
정은 일반적인 서버 유지 보수에 속하지 않습니다. CIMC를 재설정하면 해당 서버용 펌웨어의 실행
중인 버전으로 서버가 재부팅됩니다.
CIMC가 재설정될 경우 Cisco UCS의 전력 모니터링 기능은 CIMC가 재부팅될 때까지 잠시 사용 불가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설정에는 2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전력 상한을 초
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은 전력 한도가 설정된 환경에서 컨피그레이션의 전력 한도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CIMC 재부팅 또는 활성화에 시차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IMC를 재설정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ver Server(서버 복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Recover Server(서버 복구) 대화 상자에서 Reset CIMC (Server Controller)(CIMC 재설정 - 서버 컨트
롤러)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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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서버에 대해 TPM 지우기
TPM 지원을 포함하는 Cisco UCS M4 블레이드 및 랙 마운트 서버에서만 TPM을 지울 수 있습니다.

주의

TPM 지우기는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OS 부팅이 중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잃을 수
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TPM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TPM을 지울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ver Server(서버 복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Recover Server(서버 복구) 대화 상자에서 Clear TPM(TPM 지우기)을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
니다.

블레이드 서버에서 손상된 BIOS 복구
서버 관련 문제 때문에 손상된 BIOS를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인 서버 유
지 보수에 속하지 않습니다. BIOS를 복구하면 해당 서버용 펌웨어의 실행 중인 버전으로 서버가 재
부팅됩니다. BIOS에서 복구가 필요하지 않거나 특정 서버에서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라디
오 버튼이 흐리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

서버에서 손상된 BIOS의 복구를 시도하기 전에 그 서버에 연결되었거나 매핑된 모든 USB 스토
리지를 분리합니다. vMedia에서 서버로 외부 USB 드라이브가 연결되었거나 매핑된 경우 BIOS
복구가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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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BIOS를 복구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ver Server(서버 복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Recover Server(서버 복구)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Recover Corrupt BIOS(손상된 BIOS 복구)를 클릭합니다.
참고
특정 서버에서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지침에 따라 서버의 BIOS를 업데이트하고
활성화합니다.
b)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Recover Corrupt BIOS(손상된 BIOS 복구)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Version To Be Activated(활성
화할 버전) 드롭다운 목록

드롭다운 목록에서 활성화할 펌웨어 버전을 선택합니다.

b)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블레이드 서버에 대한 POST 결과 보기
어떤 서버 및 그 어댑터에 대한 POST(Power On Self-Test) 프로세스에서 수집된 어떤 오류도 볼 수 있
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POST 결과를 볼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View POST Results(POST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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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Results(POST 결과) 대화 상자에서는 서버 및 그 어댑터에 대한 POST 결과를 나열합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Affected Object(해당 개체) 열의 링크를 클릭하면 어댑터의 속성이 표시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하여 POST Results(POST 결과)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블레이드 서버에서 NMI 실행
시스템이 계속 응답하지 않는 상태에서 Cisco UCS Manager가 CIMC로부터 BIOS 또는 운영 체제에
NMI(Non Maskable Interrupt)를 보내야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작업에서는 서버에 설
치된 운영 체제에 따라 코어 덤프 또는 스택 추적을 생성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NMI를 실행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Server Maintenance(서버 유지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Maintenance(유지관리)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Diagnostic Interrupt(진단 인터럽트)를 클릭합니다..
b)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BIOS 또는 운영 체제에 NMI를 보냅니다.

상태 LED 경보
블레이드 상태 LED가 각 Cisco UCS B-Series 블레이드 서버의 전면에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
에서는 블레이드 상태 LED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거나 황색으로 깜박이게 하는 센서 오류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LED 경보에서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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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LED 경보 보기

이름

설명

Severity(심각도) 열

경보의 심각도.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Critical(중대)—블레이드 상태 LED가 황색으로 깜박거립니
다. 빨간색 점으로 표시됩니다.
• Minor(경미)—블레이드 상태 LED가 황색입니다. 오렌지색
점으로 표시됩니다.

Description(설명) 열

경보에 대한 간략한 설명.

Sensor ID(센서 ID) 열

경보를 트리거한 센서의 ID.

Sensor Name(센서 이름) 열

경보를 트리거한 센서의 이름.

상태 LED 경보 보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상태 LED 경보를 볼 서버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View Health LED Alarms(상태 LED 경보 보기)를 클릭합니다.
View Health LED Alarms(상태 LED 경보 보기) 대화 상자에서 선택된 서버에 대한 상태 LED 경보를
나열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하여 View Health LED Alarms(상태 LED 경보 보기)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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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랙 마운트 서버 관리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랙 마운트 서버 관리, 714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 제거 및 서비스 해제 지침, 714 페이지
• 예기치 않은 서버 전력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권장 사항, 715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 부팅, 716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 종료, 717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 재설정, 718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 재승인, 719 페이지
• 랙 서버에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 720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 서비스 해제, 721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 재가동, 721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 번호 지정, 721 페이지
•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존재하지 않는 랙 마운트 서버 제거, 722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의 로케이터 LED 켜기 및 끄기, 723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에 대해 CMOS 재설정, 723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에 대해 CIMC 재설정, 724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에 대해 TPM 지우기, 724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에서 손상된 BIOS 복구, 725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에 대한 POST 결과 보기, 725 페이지
• 랙 마운트 서버에서 NMI 실행, 7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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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마운트 서버 관리
랙 마운트 서버 관리

랙 마운트 서버 관리
Cisco UCS domain에 통합된 모든 랙 마운트 서버를 Cisco UCS Manager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전력 한도 설정을 제외하고 모든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랙 마운트 서버에서 지원됩니다.
전력 상태 변경과 같은 일부 랙 마운트 서버 관리 작업은 서버 및 서비스 프로필에서 수행할 수 있습
니다. 나머지 관리 작업은 서버에서만 가능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검색한 각 랙 마운트 서버에 대해 정보, 오류, 장애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팁

지원되는 Cisco UCS 랙 마운트 서버를 Cisco UCS Manager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Cisco UCS Manager 릴리스에 대한 Cisco UCS C-series 서버 통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랙 마운트 서버 제거 및 서비스 해제 지침
Cisco UCS Manager를 사용하여 랙 마운트 서버를 제거하거나 서비스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
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랙 마운트 서버 서비스 해제
랙 마운트 서버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임시적으로 컨피그레이션에서 제거하려는
경우 서비스 해제를 수행합니다. 서비스 해제된 랙 마운트 서버는 나중에 재가동될 것이므로 Cisco
UCS Manager는 서버 정보의 일부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보존합니다.
랙 마운트 서버 제거
제거란 랙 마운트 서버와 패브릭 익스텐더의 연결을 해제하여 물리적으로 시스템에서 서버를 분리
하는 것입니다. 랙 마운트 서버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패브릭 익스텐더와 연결된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랙 마운트 서버의 물리적 분리가 완료되면 그 랙 마운트 서버
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은 Cisco UCS Manager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관리 인터페이스가 연결 해제되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엔트리가 삭제되며 서버
는 검색 중에 지정되었던 모든 서버 풀에서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참고

검색 중에 자동으로 서버 풀에 추가된 서버만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수동으로 서버 풀에 추가했
던 서버는 수동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된 랙 마운트 서버를 다시 컨피그레이션에 추가해야 하는 경우 재연결한 다음 재검색해야 합니
다. 서버가 Cisco UCS Manager에 다시 추가되면 신규 서버로 간주되어 고급 검색 프로세스를 거칩니
다. 이런 이유로 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에 이전의 ID와 다른 ID를 새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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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서버 전력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권장 사항

예기치 않은 서버 전력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권장 사항
서버가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 서버의 전원 또는 재설정 버튼을 비롯하여 어떤 방법으
로든 서버 전력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되었거나 지정된 경우 오로지 다음 방법을 통해 서버 전력 상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서버 또는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의 General(일반) 탭으로
이동하고 Actions(작업) 영역에서 Boot Server(서버 부팅) 또는 Shutdown Server(서버 종료)를
선택합니다.
• Cisco UCS Manager CLI에서 서버 또는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로 이동하여 power up 또는
power down 명령을 사용합니다.

중요

현재 꺼져 있으나 연결된 서버에서는 다음 옵션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 GUI의 Reset(재설정)
• CLI의 cycle cycle-immediate 또는 reset hard-reset-immediate
• 서버의 전원 또는 재설정 버튼
현재 꺼져 있는 서버를 재설정하거나 켰다 끄거나 전원 버튼을 누를 경우 서버의 실제 전력 상태가
서비스 프로필의 설정과 동기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버와 Cisco UCS Manager 간의 통신이 끊기
거나 서비스 프로필 컨피그레이션이 변경될 경우 Cisco UCS Manager가 서비스 프로필의 목표 전력
상태를 서버에 적용하여 예기치 않은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력 동기화 문제로 인해 서버가 예기치 않게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의 목표 전력 상태 현재 서버 전력 상태

통신 중단 후 서버 전력 상태

위로

꺼짐

켜짐

아래로

켜짐

켜짐
참고

실행 중인 서버는 서비
스 프로필의 목표 전력
상태와 상관없이 종료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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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마운트 서버 부팅

랙 마운트 서버 부팅
랙 마운트 서버 부팅
Boot Server(서버 부팅) 링크가 Actions(작업) 영역에서 흐리게 표시될 경우 먼저 서버를 종료해야 합
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부팅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Boot Server(서버 부팅)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가 부팅되었으면 General(일반) 탭의 Overall Status(전체 상태) 필드에서 OK 상태임을 표시합니
다.

서비스 프로필에서 서버 부팅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연결된 서버를 부팅해야 할 서비스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Boot Server(서버 부팅)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Boot Server(서버 부팅) 대화 상자에서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서버가 부팅되었으면 General(일반) 탭의 Overall Status(전체 상태) 필드에서 OK 또는 정상 가동 상
태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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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마운트 서버의 부팅 순서 결정
팁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의 General(일반) 탭에서 부팅 순서 탭도 볼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부팅 순서를 결정할 서버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Boot Order Details(부팅 순서 세부 사항) 영역이 확장되지 않을 경우 제목 오른쪽의 Expand(확장) 아
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6

서버에 지정된 부팅 순서를 보려면 Configured Boot Order(구성된 부팅 순서)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물리적 서버 컨피그레이션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무엇이 부팅되는지 보려면 Actual Boot Order(실
제 부팅 순서) 탭을 클릭합니다.
참고
Actual Boot Order(실제 부팅 순서) 탭에서는 항상 부팅 순서 목록의 맨 아래에 "Internal EFI
Shell(내부 EFI 셸)"을 표시합니다.

랙 마운트 서버 종료
랙 마운트 서버 종료
설치된 운영 체제가 있는 서버를 종료하는 데 이 절차를 사용하면 Cisco UCS Manager에서는 OS의 정
상적인 종료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Actions(작업) 영역에서 Shutdown Server(서버 종료) 링크가 흐리게 표시될 경우 해당 서버는 실행
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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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에서 서버 종료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종료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Shutdown Server(서버 종료)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General(일반) 탭의 Overall Status(전체 상태) 필드에서 전원 꺼짐 상태
임을 표시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서 서버 종료
설치된 운영 체제가 있는 서버를 종료하는 데 이 절차를 사용하면 Cisco UCS Manager에서는 OS의 정
상적인 종료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Actions(작업) 영역에서 Shutdown Server(서버 종료) 링크가 흐리게 표시될 경우 해당 서버는 실행
중이 아닙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연결된 서버를 종료해야 할 서비스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Shutdown Server(서버 종료)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General(일반) 탭의 Overall Status(전체 상태) 필드에서 중단 상태 또는
전원 꺼짐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랙 마운트 서버 재설정
서버를 재설정할 때 Cisco UCS Manager에서는 재설정 라인에 펄스를 보냅니다. 운영 체제를 정상적
으로 종료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가 정상적인 종료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서버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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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마운트 서버 재승인

이 꺼졌다가 켜집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를 재설정하기 전에 모든 관리 작업을 완료하게
하는 옵션은 서버 재설정 전에 이러한 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전원 꺼짐(power-down) 상태의 서버를 부팅하려는 경우 Reset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전원 켜짐(power-up)을 유지할 경우 희망하는 서버 전원 상태가 실제 전원 상태
와 동기화되지 않고 나중에 예기치 않게 서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서버를 전원 꺼짐 상
태에서 안전하게 재부팅하려면 Cancel(취소)을 클릭한 다음 Boot Server(서버 부팅) 작업을 선택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재설정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set(재설정)을 클릭합니다.

단계 6

Reset Server(서버 재설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Power Cycle(전력 제어) 옵션을 클릭합니다.
b) (선택 사항) Cisco UCS Manager에서 이 서버에 대해 보류 중인 모든 관리 작업을 완료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재설정이 완료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버가 재설정되면 General(일반) 탭의 Overall
Status(전체 상태) 필드에서 OK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랙 마운트 서버 재승인
서버 및 서버의 모든 엔드포인트를 재검색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가 예기치
않은 상태(예: 검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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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서버에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승인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Server Maintenance(서버 유지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Maintenance(유지관리)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Re-acknowledge(재승인)를 클릭합니다.
b)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서버를 연결 해제하고 서버와 시스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 간의 연결을 구
현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버가 승인되면 General(일반) 탭의 Overall
Status(전체 상태) 필드에서 OK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랙 서버에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
이 절차에서는 랙 서버에서 인밴드 관리 IP 주소 컨피그레이션을 제거합니다. 이 작업이 회색으로 표
시된 경우 구성된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없는 것입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Mounts(랙 마운트) > Servers(서버) > Server Name
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영역에서 Inventory(인벤토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CIMC 하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Delete Inband Configuration(인밴드 컨피그레이션 삭제)을 클릭합니다.

단계 6

Delete(삭제) 확인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의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삭제되었습니다.
참고

인밴드 서비스 프로필이 Cisco UCS Manager에서 기본 VLAN 및 풀 이름으로 구성된 경우 서
버 CIMC는 인밴드 컨피그레이션이 삭제되고 약 1분 후에 인밴드 프로필에서 자동으로 인밴
드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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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마운트 서버 서비스 해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서비스 해제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Server Maintenance(서버 유지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Maintenance(유지관리) 대화 상자에서 Decommission(서비스 해제)과 OK(확인)를 차례로 클릭합니
다.
서버가 Cisco UCS 컨피그레이션에서 제거됩니다.

랙 마운트 서버 재가동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Rack-Mounts(랙 마운트)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Decommissioned(서비스 해제됨)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재가동할 랙 마운트 서버 각각의 행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Recommission(재가동) 열에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서버의 FSM 탭에서 서버 재가동 및 검색의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랙 마운트 서버 번호 지정
시작하기 전에
서버의 ID를 서로 바꿀 경우 먼저 양쪽 서버 모두 서비스 해제한 다음 서버의 서비스 해제 FSM이 완
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번호 재지정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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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존재하지 않는 랙 마운트 서버 제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Servers(서버) 노드를 확장하고 다음 항목을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번호를 재지정할 랙 마운트 서버
• 사용할 번호를 가진 랙 마운트 서버
이 서버 중 하나라도 Servers(서버) 노드에 있을 경우 해당 서버를 서비스 해제합니다. 서비스 해제
FSM이 완료되고 서버가 노드에 표시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계속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는 몇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계 4

번호를 재지정할 랙 마운트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5

Equipment(장비) 탭에서 Rack-Mounts(랙 마운트)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6

Work(작업) 창에서 Decommissioned(서비스 해제됨)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7

번호를 재지정할 랙 마운트 서버 각각의 행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ID 필드를 두 번 클릭하고 랙 마운트 서버에 지정할 새 번호를 입력합니다.
b) Recommission(재가동) 열에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9

(선택 사항) 서버의 FSM 탭에서 서버 재가동 및 검색의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존재하지 않는 랙 마운트
서버 제거
먼저 서버를 서비스 해제하지 않고 서버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분리했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
다. 서버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거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Server Maintenance(서버 유지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Maintenance(유지관리) 대화 상자에서 Remove(제거)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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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마운트 서버의 로케이터 LED 켜기 및 끄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이 서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합니
다. 이제 서버 슬롯에 새 서버 하드웨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랙 마운트 서버의 로케이터 LED 켜기 및 끄기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로케이터 LE를 켜거나 끌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로케이터 LED 켜기
• 로케이터 LED 끄기

랙 마운트 서버에 대해 CMOS 재설정
서버 트러블슈팅을 위해 CMOS를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MOS 재설정은 일반적인 서버
유지 보수에 속하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MOS를 재설정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ver Server(서버 복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Recover Server(서버 복구) 대화 상자에서 Reset CMOS(CMOS 재설정)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
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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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마운트 서버에 대해 CIMC 재설정

랙 마운트 서버에 대해 CIMC 재설정
펌웨어와 관련하여 서버 트러블슈팅을 위해 CIMC를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IMC 재설
정은 일반적인 서버 유지 보수에 속하지 않습니다. CIMC를 재설정하면 해당 서버용 펌웨어의 실행
중인 버전으로 서버가 재부팅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CIMC를 재설정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ver Server(서버 복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Recover Server(서버 복구) 대화 상자에서 Reset CIMC (Server Controller)(CIMC 재설정 - 서버 컨트
롤러)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랙 마운트 서버에 대해 TPM 지우기
TPM 지원을 포함하는 Cisco UCS M4 블레이드 및 랙 마운트 서버에서만 TPM을 지울 수 있습니다.

주의

TPM 지우기는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OS 부팅이 중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잃을 수
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TPM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TPM을 지울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ver Server(서버 복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Recover Server(서버 복구) 대화 상자에서 Clear TPM(TPM 지우기)을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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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마운트 서버에서 손상된 BIOS 복구
서버 관련 문제 때문에 손상된 BIOS를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인 서버 유
지 보수에 속하지 않습니다. BIOS를 복구하면 해당 서버용 펌웨어의 실행 중인 버전으로 서버가 재
부팅됩니다. BIOS에서 복구가 필요하지 않거나 특정 서버에서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라디
오 버튼이 흐리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

서버에서 손상된 BIOS의 복구를 시도하기 전에 그 서버에 연결되었거나 매핑된 모든 USB 스토
리지를 분리합니다. vMedia에서 서버로 외부 USB 드라이브가 연결되었거나 매핑된 경우 BIOS
복구가 실패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BIOS를 복구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cover Server(서버 복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Recover Server(서버 복구) 대화 상자에서 Recover Corrupt BIOS(손상된 BIOS 복구)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Recover Corrupt BIOS(손상된 BIOS 복구) 대화 상자에서 활성화할 버전을 지정하고 OK를 클릭합
니다.

랙 마운트 서버에 대한 POST 결과 보기
어떤 서버 및 그 어댑터에 대한 POST(Power On Self-Test) 프로세스에서 수집된 어떤 오류도 볼 수 있
습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725

랙 마운트 서버 관리
랙 마운트 서버에서 NMI 실행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POST 결과를 볼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View POST Results(POST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POST Results(POST 결과) 대화 상자에서는 서버 및 그 어댑터에 대한 POST 결과를 나열합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Affected Object(해당 개체) 열의 링크를 클릭하면 어댑터의 속성이 표시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하여 POST Results(POST 결과)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랙 마운트 서버에서 NMI 실행
시스템이 계속 응답하지 않는 상태에서 Cisco UCS Manager가 CIMC로부터 BIOS 또는 운영 체제에
NMI(Non Maskable Interrupt)를 보내야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작업에서는 서버에 설
치된 운영 체제에 따라 코어 덤프 또는 스택 추적을 생성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Rack Mounts > Servers(서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NMI를 실행할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Server Maintenance(서버 유지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6

Maintenance(유지관리) 대화 상자에서 Diagnostic Interrupt(진단 인터럽트)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BIOS 또는 운영 체제에 NMI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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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 콘솔 시작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KVM 콘솔, 727 페이지
• 서버에서 KVM 콘솔 시작, 733 페이지
• 서비스 프로필에서 KVM 콘솔 시작, 734 페이지
• KVM Launch Manager에서 KVM 콘솔 시작, 735 페이지
• Cisco UCS KVM Direct 웹 페이지에서 KVM 콘솔 시작, 736 페이지

KVM 콘솔
KVM 콘솔은 Cisco UCS Manager GUI 또는 KVM Launch Manager에서 액세스 가능한 인터페이스이
며 직접 KVM 연결을 에뮬레이션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서버와 연결해야 하는 KVM 동글과 달리
KVM 콘솔에서는 네트워크 전반에서 원격지의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버 액세스에 KVM 콘솔을 사용하려면 서버 또는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에서 CIMC IP 주소
를 구성해야 합니다. KVM 콘솔에서는 서버 또는 서비스 프로필에 지정된 CIMC IP 주소를 사용하여
Cisco UCS domain에서 정확한 서버를 식별하고 연결합니다.
KVM 콘솔은 서버에 직접 연결된 CD/DVD 또는 플로피 드라이브가 아니라 가상 미디어를 사용합니
다. 이는 실제 드라이브 또는 디스크 이미지 파일로서 가상 CD/DVD 또는 플로피 드라이브에 매핑된
것입니다. 다음 중 무엇이든 가상 드라이브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의 CD/DVD 또는 플로피 드라이브
• 컴퓨터의 디스크 이미지 파일
• 네트워크의 CD/DVD 또는 플로피 드라이브
• 네트워크의 디스크 이미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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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물리적 서버에서 KVM 콘솔을 실행할 경우 시스템에서는 서버가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버가 관리 IP 주소가 있는 서비스 프로필에 연결된 경우 그 관리 IP 주소를
사용하여 KVM 콘솔을 실행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관리 IP 주소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물리적
서버를 사용하여 KVM 콘솔을 실행합니다..

KVM 콘솔을 사용하는 서버 OS 설치에 대한 권장 사항
가상 CD/DVD 또는 플로피 드라이브에서 OS를 설치하려면 가상 CD/DVD 또는 플로피 드라이브가
서비스 프로필에서 첫 번째 부티 디바이스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KVM 콘솔을 사용하여 OS를 설치할 경우 KVM 동글 사용 시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공유에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디
스크 이미지 파일을 가상 드라이브에 매핑할 경우 설치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KVM 콘솔(사용자의 컴퓨터)에 그리고 KVM 콘솔에서 서버에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이 설치 방법에서는 KVM 콘솔이 있는 시스템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설치 미디어를 두는 것
이 좋습니다.

가상 KVM 콘솔
KVM 콘솔은 CIMC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서 서버와의 KVM(keyboard, video, mouse) 직
접 연결을 에뮬레이션한 것입니다. 원격지에서 서버에 연결하여 제어하고 물리적 위치를 가상 드라
이브에 매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서버는 이 KVM 세션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중요

KVM 콘솔에는 Java Runtime Environment (JRE) version 1.5.0 이상이 필요합니다.

KVMConsole탭
이 탭은 서버에 대한 명령행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 탭에서 제공하는 메뉴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File 메뉴
메뉴 항목

설명

Capture to File 버튼

Save 대화 상자를 엽니다. 여기서 현재 화면을 JPG 이미지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Exit 버튼

KVM 콘솔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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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View 메뉴
메뉴 항목

설명

Refresh 버튼

콘솔 화면을 서버의 현재 비디오 출력으로 업데
이트합니다.

Fit 버튼

콘솔 창을 서버의 비디오 이미지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최소 크기로 조정합니다.
이 옵션은 Windowed 모드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
다.

Video Scaling 버튼

전체 이미지가 콘솔 창에 들어가도록 비디오 이
미지 크기를 조정합니다.

Full Screen 버튼

전체 화면을 채우도록 KVM 콘솔을 확장합니다.

Mini Mode 버튼

호스트 서버 디스플레이의 썸네일 뷰를 표시하며
키보드 또는 마우스의 입력은 제공하지 않습니
다.

의 Macros 메뉴
원격 시스템에서 실행할 키보드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메뉴 항목

설명

Server Macros 메뉴

Cisco IMC에 다운로드한 서버측 매크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다
운로드한 서버측 매크로가 없을 경우 이 메뉴 항목은 비활성화됩
니다.

Static Macros 메뉴

미리 정의된 매크로 세트를 표시합니다.

User Defined Macros 메뉴

생성된 사용자 정의 매크로를 표시합니다.

Manage 버튼

Configure User Defined Macros 대화 상자를 엽니다. 여기서 매크
로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의 매크로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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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ools 메뉴
메뉴 항목

설명

Session Options 버튼, General
탭

Session Options 대화 상자의 General 탭에서는 콘솔이 창 모드일
때 모든 키스트로크가 대상 시스템에 전달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no입니다.

Mouse 탭의 Session Options 버
튼

Session Options 대화 상자의 Mouse 탭에서 다음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 Termination Key—단일 커서 모드를 종료할 때 사용하는 키.
기본값은 F12입니다.
• Mouse Acceleration—USB 마우스의 위치 조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Absolute Positioning입니다.
참고

시스템과 원격 시스템 사이에서 마우스 추적 문제가 있을
경우 마우스 가속 모드를 변경해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을 경우 Single Cursor 툴을 사용하여 원격 마
우스를 무시하고 로컬 마우스만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옵션을 No Acceleration으로
설정하고 원격 서버의 운영 체제로 들어가 시스템 설정에
서 마우스 가속을 None으로 설정합니다.

Security(보안) 탭 Session
Options(세션 옵션) 버튼

Session Options(세션 옵션) 대화 상자의 Security(보안) 탭에서는
사용자 어커런스 없이 승인될 비보안 연결의 유형을 지정하고 이
전에 승인한 연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Scaling(확장) 탭 Session
Options(세션 옵션) 버튼

Session Options(세션 옵션) 대화 상자의 Scaling(확장) 탭에서는
콘솔이 창 모드 또는 전체 화면 모드일 때 종횡비 설정을 적용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Windowed Mode입니다.

Mini-Mode 탭 Session Options
버튼

Session Options 대화 상자 Mini-Mode 탭에서는 미니 모드일 때
KVM/vMedia 클라이언트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Certificate(인증) 탭 Session
Options(세션 옵션) 버튼

Session Options(세션 옵션) 대화 상자의 Certificate(인증) 탭에서
는 현재 세션에서 사용 중인 인증서의 세부 사항을 표시하며 내보
낸 인증서 파일의 이름 및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Single Cursor(단일 커서) 버튼

단일 커서 기능을 켭니다. 이는 일부 원격 운영 시스템에서 발생하
는 마우스 조정 문제를 완화시킵니다. 이 기능을 켜면 마우스 포인
터가 뷰어 창에 갇힙니다.
이 기능을 끄려면 Session Options(세션 옵션) 대화 상자에 지정된
종료 키를 누릅니다. 기본값은 F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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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

설명

Stats(통계) 버튼

다음 항목을 표시하는 Stats(통계) 대화 상자를 엽니다.
• KVM 세션의 통계
• 초당 프레임 수로 측정한 프레임 속도
• 초당 KB 수로 측정한 대역폭
• 실제 사용 압축률로 측정한 압축
• 초당 패킷 수로 측정한 패킷 속도
vMedia가 활성화되었을 때 Stats(통계) 대화 상자는 다음 항목을
표시합니다.
• 초당 데이터 전송량으로 측정하는 vMedia 전송 속도
• 호스트 서버 디바이스가 매핑되는 로컬 디바이스 또는 이미
지 파일의 유형
• 매핑할 디바이스의 경과 시간
• 서버에서 전송하거나 수신한 바이트 수
• 서버에 연결된 모든 USB 디바이스를 재설정할 수 있는 USB
Reset 버튼

Session User List(세션 사용자 목 Session User List(세션 사용자 목록) 대화 상자를 엽니다. 여기서
록) 버튼
는 활성 KVM 세션이 있는 모든 사용자 ID를 표시합니다.
Chat(채팅) 버튼

가상 콘솔 뷰어에서 제공하는 채팅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가상
콘솔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습니다. 일부 Cisco UCS 서버
에서는 채팅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채팅 창은 최소화할 수 없으며 창이 닫히면 채팅 기록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서버가 꺼져 있을 때도 채팅할 수 있
습니다.

의 Virtual Media 메뉴
이름

설명

Create Image(이미지 생성)

Create Image from Folder(폴더의 이미지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여기서는 서버에서 매핑하
고 싶은 폴더를 로컬 폴더로 이미징할 수 있습니
다.
시스템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사용자 시스템에
IMG 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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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가상 드라이브 활성화

vMedia 세션을 활성화하여 로컬 컴퓨터 또는 네
트워크의 드라이브나 이미지 파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CD/DVD 매핑

액세스하고 싶은 CD/DVD를 선택하고 Map
Device(디바이스 매핑) 버튼을 클릭하여 호스트
서버 디바이스에 매핑합니다.
참고

이동식 디스크 매핑

Read Only(읽기 전용) 확인란을 선택하
면 서버는 vMedia 디바이스에 쓸 수 없습
니다. 디바이스가 쓰기 기능을 제공하더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세스하고 싶은 이동식 디스크를 선택하고 Map
Device(디바이스 매핑) 버튼을 클릭하여 호스트
서버 디바이스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참고

플로피 매핑

비보안 연결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세션
을 승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세
션을 거부하면 가상 미디어 세션은 종료
합니다.

Read Only(읽기 전용) 확인란을 선택하
면 서버는 vMedia 디바이스에 쓸 수 없습
니다. 디바이스가 쓰기 기능을 제공하더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세스하고 싶은 플로피를 선택하고 Map
Device(디바이스 매핑) 버튼을 클릭하여 호스트
서버 디바이스에 매핑합니다.
참고

Read Only(읽기 전용) 확인란을 선택하
면 서버는 vMedia 디바이스에 쓸 수 없습
니다. 디바이스가 쓰기 기능을 제공하더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KVM 직접 액세스
KVM 직접 액세스를 이용하면 Cisco UCS Manager 도메인의 블레이드 및 랙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
가 웹 브라우저에서 곧바로 서버의 KVM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서는 패브릭 인터커넥트
IP 주소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와 더불어 관리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의 KVM 콘
솔에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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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KVM 직접 액세스에는 OOB IPv4 관리 인터페이스 주소만 지원됩니다.
KVM 직접 액세스에서는 커스텀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하는데, 사용자가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에서
Cisco UCS Manager GUI 인터페이스나 KVM Launch Manager를 사용하지 않고도 서버 관리 IP 주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KVM 직접 액세스는 서버에 직접 지정되거나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서버에 연결되는 관리 IP 주소를
서버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서버 관리자가 브라우저에서 IP 주소를 입력하고
Cisco UCS KVM Direct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사용자 이름과 비
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Cisco UCS KVM Direct를 실행하면 서버의 콘솔이 표
시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 서버에 액세스할 때와 동일합니다.
KVM 직접 액세스에서는 인증에 자체 서명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서버 관리 IP 주소 또는
서비스 프로필 IP 주소에 처음으로 액세스할 때 대화 상자가 표시되어 브라우저 캐시에 인증서 예외
를 추가해야 함을 알립니다.
Cisco UCS KVM 직접 액세스를 지원하는 기본 통신 서비스는 HTTPS입니다. 이는 비활성화할 수 없
습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HTTP를 사용하면서 주소의 일부로 관리 IP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HTTPS 서비스로 리디렉션됩니다.
KVM 직접 액세스를 지원하려면 Cisco UCS Manager에서 CIMC Web Service 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
어야 합니다.

참고

Cisco UCS Manager에서 CIMC Web Service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서버에서 KVM 콘솔 시작
서버에 지정된 주소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KVM 콘솔 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
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KVM 콘솔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서버를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KVM 콘솔의 오른쪽에 있는 >> 버튼을 클릭합니다..
KVM 콘솔이 별도의 창에 열리며 해당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OOB 및 인밴드 주소 목록을 표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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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버튼이 아니라 KVM Console을 클릭할 경우 인밴드 IPv6, 인밴드 IPv4, OOB IPv4의 순서
대로 각각 서버 주소를 사용하여 세션이 시작됩니다.

단계 6

Select IP Address(IP 주소 선택) 목록에서 주소를 선택합니다.
(Inband)로 표시된 주소는 업링크 포트를 통해 서버에 액세스하고 (Outband)로 표시된 주소는 관리
인터페이스 포트를 통해 서버에 액세스합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주소를 사용하여 KVM 콘솔이 시작합니다.
팁

단계 8

KVM 세션을 열 때 키보드의 Caps Lock 키가 켜져 있었다가 나중에 Caps Lock 키를 끄더라도
KVM 콘솔은 Caps Lock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KVM 콘솔을 키보드와 동기화
하려면 KVM 콘솔에 포커스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Caps Lock을 한 번 누른 다음 KVM 콘솔에
포커스를 두고 다시 Caps Lock을 누릅니다.

동일한 서버에 대해 또 다른 KVM 세션을 시작하려면 5단계 ~ 7단계를 반복합니다.
또 다른 KVM 세션이 시작합니다. 서버에 대해 구성된 주소 개수에 따라 서버당 최대 6개의 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필에서 KVM 콘솔 시작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KVM 콘솔을 시작할 서비스 프로필이 있는 조직의 노드를 확장합니다.
시스템에 멀티 테넌시가 없을 경우 root(루트) 노드를 확장합니다.

단계 4

KVM으로 액세스하려는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단계 5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ctions(작업) 영역에서 KVM 콘솔의 오른쪽에 있는 >> 버튼을 클릭합니다..
KVM 콘솔이 별도의 창에 열리며 해당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OOB 및 인밴드 주소 목록을 표시합니
다.
참고

>> 버튼이 아니라 KVM Console을 클릭할 경우 인밴드 IPv6, 인밴드 IPv4, OOB IPv4의 순서
대로 각각 서버 주소를 사용하여 세션이 시작됩니다.

단계 7

Select IP Address(IP 주소 선택) 목록에서 주소를 선택합니다.
(Inband)로 표시된 주소는 업링크 포트를 통해 서버에 액세스하고 (Outband)로 표시된 주소는 관리
인터페이스 포트를 통해 서버에 액세스합니다.

단계 8

OK(확인)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주소를 사용하여 KVM 콘솔이 시작합니다.

Cisco UCS Manag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Release 2.2
734

KVM 콘솔 시작
KVM Launch Manager에서 KVM 콘솔 시작

팁

단계 9

KVM 세션을 열 때 키보드의 Caps Lock 키가 켜져 있었다가 나중에 Caps Lock 키를 끄더라도
KVM 콘솔은 Caps Lock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KVM 콘솔을 키보드와 동기화
하려면 KVM 콘솔에 포커스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Caps Lock을 한 번 누른 다음 KVM 콘솔에
포커스를 두고 다시 Caps Lock을 누릅니다.

동일한 서버에 대해 또 다른 KVM 세션을 시작하려면 6단계 ~ 8단계를 반복합니다.
또 다른 KVM 세션이 시작합니다. 서버에 대해 구성된 주소 개수에 따라 서버당 최대 6개의 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KVM Launch Manager에서 KVM 콘솔 시작
KVM Launch Manager를 사용하면 Cisco UCS Manager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KVM 콘솔을 통해 서버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KVM Launch Manager를 통해 서버의 KVM 콘솔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Cisco UCS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 KVM 프로세스가 필요한 서버와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의 이름.

절차
단계 1

웹 브라우저에서 Cisco UCS Manager GUI의 웹 링크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예제:

HTTP 액세스를 위한 기본 웹 링크는 IPv4 주소의 경우 http://UCSManager_IP, IPv6 주소에서는
http://UCSManager_IP6입니다. HTTPS 액세스를 위한 기본 웹 링크는 IPv4 주소의 경우
https://UCSManager_IP, IPv6 주소에서는 https://UCSManager_IP6입니다. 독립형 컨피그
레이션의 경우 UCSManager_IP 또는 UCSManager_IP6이(가)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관리 포트에
대한 IPv4 또는 IPv6 주소입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UCSManager_IP 또는
UCSManager_IP6이(가) Cisco UCS Manager에 지정된 IPv4 또는 IPv6 주소입니다.
단계 2

Cisco UCS Manager Launch Page에서 Launch KVM Manager(KVM Manager 실행)를 클릭합니다.

단계 3

Security Alert(보안 알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Yes(예)를 클릭하여 보안 인증서를 승인하고 계속합
니다.

단계 4

UCS - KVM Launch Manager Login(UCS - KVM Launch Manager 로그인)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
합니다.
a) Cisco UCS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b) (선택 사항) Cisco UCS 구현이 여러 도메인을 포함할 경우 Domain(도메인) 드롭다운 목록에서 알
맞은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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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5

KVM Launch Manager의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테이블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KVM 액세스가 필요한 서비스 프로필 및 해당 서버가 포함된 행을 찾습니다.
b) 그 서버의 Launch KVM(KVM 실행) 열에서 Launch(실행)를 클릭합니다.
KVM 콘솔이 별도의 창에 열립니다.
팁

KVM 세션을 열 때 키보드의 Caps Lock 키가 켜져 있었다가 나중에 Caps Lock 키를 끄더라
도 KVM 콘솔은 Caps Lock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KVM 콘솔을 키보드와 동
기화하려면 KVM 콘솔에 포커스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Caps Lock을 한 번 누른 다음 KVM
콘솔에 포커스를 두고 다시 Caps Lock을 누릅니다.

Cisco UCS KVM Direct 웹 페이지에서 KVM 콘솔 시작
Cisco UCS KVM Direct 로그인 페이지를 이용하면 Cisco UCS Manager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웹 브라
우저에서 곧바로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Cisco UCS KVM Direct 로그인 페이지에서 서버의 KVM 콘솔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
다.
• Cisco UCS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 액세스하려는 서버의 서버 CIMC 또는 서비스 프로필 IPv4 관리 주소.

절차
단계 1

웹 브라우저에서 액세스할 서버의 관리 IP 주소를 입력하거나 웹 링크를 선택합니다.

단계 2

Security Alert(보안 알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Yes(예)를 클릭하여 보안 예외를 생성합니다.
보안 예외는 브라우저 캐시에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단계 3

Cisco UCSKVM Direct 대화 상자에서 이름, 비밀번호,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단계 4

Lauch KVM(KVM 실행)을 클릭합니다.
KVM 콘솔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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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MC 세션 관리, 737 페이지

CIMC 세션 관리
Cisco UCS Manager에서 어떤 KVM, vMedia, SOL 세션도 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이 있을
경우 어떤 사용자의 KVM, vMedia, SoL 세션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에서 Cisco UCS Manager에 세션 정보를 제공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CIMC로부터
이벤트를 수신하면 세션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시합니다.
세션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Name(이름)—세션을 실행한 사용자의 이름
• Session ID(세션 ID)—세션의 ID. 블레이드의 세션 ID 형식은 [unique identifier] _ [chassis id] _
[Blade id]입니다. 랙의 세션 ID 형식은 [unique identifier] _ 0 _ [Rack id]입니다.
• Type of session(세션의 유형)—KVM, vMedia 또는 SoL
• Privilege level of the user(사용자 권한 레벨)—Read-Write(읽기-쓰기), Read Only(읽기 전용) 또는
Granted(허가됨)
• Administrative state(관리 상태)—Active(활성) 또는 Inactive(비활성). 세션이 활성 상태라면 값은
active(활성)입니다. 세션 종료 명령이 실행되었으나 세션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값은 inactive(비
활성)입니다. 서버의 FSM에서 다른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거나 CIMC와의 연결이 끊기면 이러
한 상황이 됩니다.
• Source Address(소스 주소)—세션이 열린 컴퓨터의 IP 주소.
• Service Profile(서비스 프로필)—세션과 연결된 서비스 프로필. CIMC 세션에 대한 서비스 프로
필 특성 값은 서비스 프로필에서 제공한 IP 주소에서 세션이 열린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Server(서버)—세션과 연결된 서버의 이름ion.
• Login time(로그인 시간)—세션이 시작한 날짜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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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Update Time(최종 업데이트 시간)—CIMC에서 마지막으로 세션 정보를 업데이트한 시점.
사용자가 KVM, vMedia 또는 SOL에 연결하면 대개 새로운 세션이 추가됩니다. 사용자 이름
__vmediausr__을 사용하는 서버 탐색 과정에서 Pnuos vMedia 세션이 세션 테이블에 표시됩니다.
CIMC 세션 데이터는 Cisco UCS Manager GUI의 CIMC Sessions(CIMC 세션) 탭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가 종료한 모든 CIMC 세션에 대해 알맞은 세부 사항과 함께 감사 로그가 작성됩니다.

참고

본 설명서에서 다루는 GUI 및 CLI 작업을 수행하려면 블레이드 서버의 세션 관리 지원을 위해
CIMC 이미지 버전 2.1(2a) 이상이 필요합니다. 랙 서버에서는 최신 CIMC 이미지 버전 1.5(1l) 이상
이 필요합니다.

열려 있는 모든 CIMC 세션 보기
이 작업에서는 Cisco UCS Manager에서 전역으로 열려 있는 모든 CIMC 세션을 보는 방법 중 하나를
설명합니다. 로컬, 원격, IPMI 사용자가 연 모든 서버의 CIMC 세션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CIMC Sessions(CIMC 세션) 탭을 클릭합니다.

서버의 CIMC 세션 보기
이 작업에서는 특정 서버의 CIMC 세션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버 및 서비스 프로필에 대
해 열린 CIMC 세션을 볼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Servers(서버) > Server Number
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CIMC Sessions(CIMC 세션)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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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의 CIMC 세션 보기
이 작업에서는 특정 서비스 프로필의 CIMC 세션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CIMC 세션은 어떤 서비스 프로필로부터 제공된 IP 주소에서 세션이 열린 경우에만 그 서비스 프
로필 아래에 표시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 Root(루트) > Service Profile
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CIMC Sessions(CIMC 세션) 탭을 클릭합니다.

로컬 사용자가 연 CIMC 세션 보기
이 작업에서는 로컬 사용자가 연 CIMC 세션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 > Locally
Authenticated Users(로컬 인증 사용자) > User 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CIMC Sessions(CIMC 세션) 탭을 클릭합니다.

원격 사용자가 연 CIMC 세션 보기
이 작업에서는 원격 사용자가 연 CIMC 세션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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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 > Remotely
Authenticated Users(원격 인증 사용자) > User 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CIMC Sessions(CIMC 세션) 탭을 클릭합니다.

열려 있는 모든 CIMC 세션 지우기
이 작업에서는 열려 있는 모든 CIMC 세션을 지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로컬, 원격, IPMI 사용자가
연 모든 서버 및 서비스 프로필의 CIMC 세션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관리자 탭에서 사용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CIMC Sessions(CIMC 세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지울 CIMC 세션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Clear CIMC Session(CIMC 세션
지우기)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서버의 CIMC 세션 지우기
이 작업에서는 서버의 CIMC 세션을 지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서버에서 연 하나 이상의 CIMC 세션
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er 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CIMC Sessions(CIMC 세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지울 CIMC 세션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Clear CIMC Session(CIMC 세션
지우기)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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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필의 CIMC 세션 지우기
이 작업에서는 서비스 프로필의 CIMC 세션을 지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에 제공된
IP 주소로 연 하나 이상의 CIMC 세션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Servers(서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Servers(서버) 탭에서 Servers(서버) >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 Root(루트) > Service Profile
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CIMC Sessions(CIMC 세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지울 CIMC 세션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Clear CIMC Session(CIMC 세션
지우기)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로컬 사용자의 CIMC 세션 지우기
이 작업에서는 로컬 사용자의 CIMC 세션을 지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로컬 사용자가 연 하나 이상
의 CIMC 세션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 > Locally Authenticated Users(로컬 인증 사용자)
> User Name을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General(일반) 탭에서 CIMC Sessions(CIMC 세션) 섹션을 확장합니다.

단계 5

지울 CIMC 세션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Clear CIMC Session(CIMC 세션
지우기)을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원격 사용자의 CIMC 세션 지우기
이 작업에서는 원격 사용자의 CIMC 세션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격 사용자가 연 하나
이상의 CIMC 세션을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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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dmin(관리) 탭에서 User Services(사용자 서비스) > Remotely Authenticated Users(원격 인증 사용
자) > User Name을(를) 확장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General(일반) 탭에서 CIMC Sessions(CIMC 세션) 섹션을 확장합니다.

단계 5

지울 CIMC 세션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Clear CIMC Session(CIMC 세션
지우기)을 선택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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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모듈 관리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Cisco UCS Manager GUI의 I/O 모듈 관리, 743 페이지
• IO 모듈 승인, 743 페이지
• I/O 모듈 재설정, 744 페이지
• I/O 모듈에 대한 POST 결과 보기, 744 페이지

Cisco UCS Manager GUI의 I/O 모듈 관리
Cisco UCS domain의 모든 I/O 모듈을 Cisco UCS Manager GUI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IO 모듈 승인
Cisco UCS Manager Release 2.2(4)에서는 섀시에서 특정 IO 모듈을 승인하는 기능을 새롭게 선보입니
다.

참고

이 작업은 IO 모듈과 여기에 연결된 패브릭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재생성합니다.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IO Modules(IO 모듈)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승인하려는 I/O 모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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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또는 동작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Acknowledge IO Module(IO 모듈 승인)을 클릭
합니다.

단계 6

Acknowledge IO Module(IO 모듈 승인) 확인란에서 Yes(예)를 클릭합
니다.

목적

I/O 모듈 재설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IO
Modules(IO 모듈)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재설정하려는 I/O 모듈을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Reset IO Module(IO 모듈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I/O 모듈에 대한 POST 결과 보기
I/O 모듈에 대한 POST(Power On Self-Test) 프로세스에서 수집된 어떤 오류도 볼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Chassis(섀시) > Chassis Number(섀시 번호) > IO
Modules(IO 모듈)를 확장합니다.

단계 3

POST 결과를 보려는 I/O 모듈을 선택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Actions(작업) 영역에서 View POST Results(POST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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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Results(POST 결과) 대화 상자에서는 I/O 모듈에 대한 POST 결과를 나열합니다.
단계 6

OK(확인)를 클릭하여 POST Results(POST 결과)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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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피그레이션 백업 및 복원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백업 및 내보내기 컨피그레이션, 747 페이지
• 백업 유형, 748 페이지
• 백업 작업 시 고려 사항 및 권장 사항, 748 페이지
• 예약 백업, 749 페이지
• 가져오기 구성, 750 페이지
• 가져오기 방법, 750 페이지
• 시스템 복원, 750 페이지
• 백업 및 가져오기 작업에 필요한 사용자 역할, 751 페이지
• 백업 작업 구성, 751 페이지
• 예약 백업 구성, 757 페이지
• 가져오기 작업 구성, 761 페이지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복원, 766 페이지

백업 및 내보내기 컨피그레이션
Cisco UCS Manager에서 백업을 수행할 경우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스냅샷을
생성하고 이 파일을 네트워크상의 어떤 위치에 내보내기합니다. Cisco UCS Manager를 사용하여 서
버의 데이터를 백업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실행 중일 때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백업 작업은 관리 플레인의 정보를 저장할 뿐입니
다. 서버 또는 네트워크 트래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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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유형
Cisco UCS Manager 및 Cisco UCS Central에서 다음 백업 유형을 하나 이상 수행할 수 있습니다.
• Full state(전체 상태)—전체 시스템의 스냅샷을 포함하는 이진 파일. 이 백업에서 생성된 파일을
사용하여 재해 복구 시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원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컨피그레이션을 복원하거나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컨피그
레이션을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가져오기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오로지 백업 파일을 가져온 시스템과 동일한 버전을 실행 중인 시스템의 복원에
만 Full State 백업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ll configuration(모든 컨피그레이션)—모든 시스템 및 논리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포함하는
XML 파일. 이 백업에서 생성된 파일을 사용하여 원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또는 다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시스템 복원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파일에는 로컬 인증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System configuration(시스템 컨피그레이션)—사용자 이름, 역할, 로캘과 같은 모든 시스템 컨피
그레이션 설정이 포함된 XML 파일. 이 백업에서 생성된 파일을 사용하여 원래의 패브릭 인터커
넥트에 또는 다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시
스템 복원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Logical configuration(논리 컨피그레이션)—서비스 프로필, VLAN, VSAN, 풀, 정책과 같은 모든
논리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포함하는 XML 파일. 이 백업에서 생성된 파일을 사용하여 원래의 패
브릭 인터커넥트에 또는 다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시스템 복원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백업 작업 시 고려 사항 및 권장 사항
백업 작업을 생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백업 위치
백업 위치는 Cisco UCS Manager에서 백업 파일을 내보낼 네트워크상의 목적지 또는 폴더입니
다. 백업 파일을 저장할 각 위치에서 하나의 백업 작업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백업 파일 덮어쓰기 가능성
파일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백업 작업을 재실행할 경우 Cisco UCS Manager은 서버의 기존 파일
을 덮어씁니다. 기존 백업 파일의 덮어쓰기를 방지하려면 백업 작업에서 파일 이름을 변경하거
나 기존 파일을 다른 위치에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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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백업 유형
2가지 이상의 백업 유형을 실행하고 동일한 위치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백업 작업을 재실행하
기 전에 백업 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 백업 유형을 더 쉽게 식별하고 기존 백업 파일을 덮어쓰
지 않도록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백업
미리 백업 작업을 생성하고 백업을 실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관리 상태를 비활성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는 백업 작업의 관리 상태가 enabled가 될 때까지 백업 작업
을 실행하거나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거나 내보내지 않습니다.
증분 백업
Cisco UCS Manager의 증분 백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전체 상태 백업의 암호화
전체 상태 백업은 암호화되므로 비밀번호 및 기타 중요 정보를 일반 텍스트로 내보내지 않습니
다.

예약 백업
Cisco UCS에서 다음 백업 유형을 예약하도록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상태
• 모든 컨피그레이션
다른 백업 유형은 예약할 수 없습니다.

전체 상태 백업 정책
전체 상태 백업 정책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스냅샷에 대한 정기적인 전체 상태 백업을 예약할 수 있
습니다. 전체 상태 백업을 매일, 매주 또는 격주 실행하는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는 원격 서버에서 최대 개수의 백업 파일을 유지합니다. maxfiles 매개변수는 Cisco
UCS Manager가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될 때 사용됩니다. maxfiles 매개변수는 Cisco UCS Central에
서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으며 Cisco UCS Central에 저장되는 백업 파일의 수를 제어합니다.
Cisco UCS Manager가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원격 백업 서버에 백업 파일
을 저장하면 이 백업 파일은 Cisco UCS Manager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원격 시스템 서버 관리자는
디스크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백업 파일을 순환시켜 새로운 백업 파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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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정책
모든 컨피그레이션 백업 정책을 통해 모든 시스템 및 논리적 컨피그레이션 설정에 대한 정기적인 백
업 및 내보내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백업에는 로컬 인증된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포함되지 않습
니다. 모든 컨피그레이션 백업이 매일, 매주 또는 격주 수행되는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에서는 원격 서버에 최대 개수의 백업 파일을 유지합니다. 이 개수를 초과할 경우 Cisco
UCS에서는 가장 오래된 백업 파일을 덮어씁니다.

가져오기 구성
Cisco UCS에서 내보낸 어떤 컨피그레이션 파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일한 Cisco UCS에서 내보낸
파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상위 릴리스에서 하위 릴리스로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가져오기 기능은 모든 컨피그레이션,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논리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실행 중일 때 가져오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작업은 관리 플레인
의 정보만 수정합니다. 가져오기 작업으로 인한 수정 중 일부(예: 서버에 지정된 vNIC 변경)에서는 서
버가 재부팅되거나 트래픽을 중단시키는 기타 작업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작업은 예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가져오기 작업을 생성하고 가져오기를 실행할 준
비가 될 때까지 관리 상태를 비활성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Cisco UCS에서는 관리 상태가 enabled가
될 때까지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대해 가져오기 작업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백업 파일을 저장한 각 위치에서 하나의 가져오기 작업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로 Cisco UCS에서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오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병합—가져온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정보를 기존 컨피그레이션 정보와 비교합니다. 상충되는
게 있을 경우 가져오기 작업에서는 Cisco UCS domain의 정보를 가져온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정
보로 덮어씁니다.
• 대체—현재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가져온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정보로 한 번에 개체 하나씩 대
체합니다.

시스템 복원
재해 복구에 복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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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에서 내보낸 전체 상태 백업 파일로부터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
하는 시스템의Cisco UCS에서 내보낸 파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시스템에서 내보낸 백업 파일로
복원할 경우 패브릭 인터커넥트, 서버, 어댑터, I/O 모듈, FEX 연결을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
스템 컨피그레이션 및 하드웨어를 갖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치하지 않은 하드웨어
및/또는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면 복원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시
스템의 I/O 모듈 또는 서버가 불일치할 경우 복원 작업을 마치고 섀시 및/또는 서버를 승인합니다.
복원 기능은 전체 상태 백업 파일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체 상태 백업 파일을 가져오기할 수는 없습니
다. 초기 시스템 설정을 통해 복원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 Central 설치 및 업그레이
드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오로지 백업 파일을 가져온 시스템과 동일한 버전을 실행 중인 시스템의 복원에만 Full State 백업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및 가져오기 작업에 필요한 사용자 역할
백업 및 가져오기 작업을 생성하고 실행하려면 관리자 역할을 포함하는 사용자 계정이 있어야 합니
다.

백업 작업 구성
백업 작업 생성
시작하기 전에
백업 서버 IPv4 또는 IPv6 주소 및 인증 자격 증명을 얻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ll(모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Backup Configuration(백업 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합니다.

단계 5

Backup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백업) 대화 상자에서 Create Backup Operation(백업 작업 생성)
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Backup Operation(백업 작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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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Enabled(활성화)— OK(확인)를 클릭하는 즉시 Cisco UCS
Manager에서 백업 작업을 실행합니다.
• Disabled(비활성화)— OK(확인)를 클릭할 때 Cisco UCS
Manager에서 백업 작업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선
택하면 대화 상자의 모든 필드가 계속 표시됩니다. 그러나
Backup Configuration(백업 컨피그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수
동으로 백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Type(유형) 필드

백업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저장되는 정보.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
니다.
• Full state(전체 상태)—전체 시스템의 스냅샷을 포함하는 이
진 파일. 이 백업에서 생성된 파일을 사용하여 재해 복구 시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원래의 패브릭 인터
커넥트에 컨피그레이션을 복원하거나 재구축할 수 있습니
다. 또는 다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컨피그레이션을 재생
성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가져오기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
다.
참고

오로지 백업 파일을 가져온 시스템과 동일한 버전을
실행 중인 시스템의 복원에만 Full State 백업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ll configuration(모든 컨피그레이션)—모든 시스템 및 논리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포함하는 XML 파일. 이 백업에서 생성
된 파일을 사용하여 원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또는 다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가져올 수 있습
니다. 이 파일을 시스템 복원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파
일에는 로컬 인증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System configuration(시스템 컨피그레이션)—사용자 이름,
역할, 로캘과 같은 모든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설정이 포함된
XML 파일. 이 백업에서 생성된 파일을 사용하여 원래의 패
브릭 인터커넥트에 또는 다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컨피그
레이션 설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시스템 복원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Logical configuration(논리 컨피그레이션)—서비스 프로필,
VLAN, VSAN, 풀, 정책과 같은 모든 논리 컨피그레이션 설정
을 포함하는 XML 파일. 이 백업에서 생성된 파일을 사용하
여 원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또는 다른 패브릭 인터커넥
트에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시
스템 복원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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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Preserve Identities(ID 보존) 확
인란

이 확인란을 선택할 경우 백업 파일은 MAC 주소, WWPN, WWNN,
UUID 등 풀에서 가져온 모든 ID를 보존합니다.

Location of the Backup File(백업 백업 파일을 저장할 위치.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파일의 위치) 필드
• Remote File System(원격 파일 시스템)—백업 XML 파일이
원격 서버에 저장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아
래에 설명된 필드를 표시하여 원격 시스템에 대한 프로토콜,
호스트, 파일 이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 Local File System(로컬 파일 시스템)—백업 XML 파일이 로
컬에 저장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Filename(파
일 이름) 필드를 Browse(찾아보기) 버튼과 함께 표시하므로
가져올 백업 파일의 이름 및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Protocol(프로토콜) 필드

OK(확인)를 클릭하면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
다.

원격 서버와의 통신에서 사용할 프로토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
니다.
• FTP
• TFTP
• SCP
• SFTP

Hostname(호스트 이름) 필드

백업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의 호스트 이름, IPv4 또는 IPv6 주소.
이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서
버, 스토리지 어레이, 로컬 드라이브, 기타 읽기/쓰기 미디어일 수
있습니다.
참고

Remote File(원격 파일) 필드

IPv4 또는 IPv6 주소가 아닌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경우
에서 DNS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DNS 관리
가 local로 설정된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DNS 서버
를 구성합니다.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어 있고 DNS 관리가 global로 설정된 경우 Cisco
UCS Central에서 DNS 서버를 구성합니다.

백업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전체 경로. 이 필드는 경로뿐 아니라 파
일 이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생략할 경우 백업 절
차에서 파일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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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User(사용자) 필드

원격 서버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사용자 이름. 프로토콜이 TFTP
일 경우 이 필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assword(비밀번호) 필드

원격 서버 사용자 이름의 비밀번호. 프로토콜이 TFTP일 경우 이
필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이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백업 작업을 즉시 활성화하고 실행할 경우가 아니라면 비밀번
호를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OK(확인)를 클릭합니다.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에서 enabled(활성)로 설정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컨피그레이션 유형의 스냅샷을 생성하고 그 파일을 네트워크 위치에 내보냅니다. 백업 작업
이 Backup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백업) 대화 상자의 Backup Operations(백업 작업) 테이블에
나타납니다.

단계 9

(선택 사항) 백업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작업이 Properties(속성) 영역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Backup Operations(백업 작업) 테이블에서
해당 작업을 클릭합니다.
b) Properties(속성) 영역의 FSM Details(FSM 세부 사항) 모음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FSM Details(FSM 세부 사항) 영역이 확장되고 작업 상태를 표시합니다.

단계 10 OK(확인)를 클릭하여 Backup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백업)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백업 작업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실행됩니다. 진행 상황을 보려면 Backup Configuration(컨피그레이
션 백업) 대화 상자를 다시 엽니다.

백업 작업 실행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ll(모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Backup Configuration(백업 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합니다.

단계 5

Backup Configuration(백업 컨피그레이션) 대화 상자의 Backup Operations(백업 작업) 테이블에서
실행할 백업 작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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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백업 작업의 세부 사항이 Properties(속성) 영역에 표시됩니다.
단계 6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a)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에서 Enabled(활성)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b) TFTP를 제외한 모든 프로토콜에서는 Password(비밀번호) 필드에 사용자 이름의 비밀번호를 입
력합니다.
c) (선택 사항) 다른 사용 가능 필드의 내용을 변경합니다.
참고

예약된 백업을 매주에서 매일로 재설정하는 등 다른 필드를 변경할 경우 사용자 이름과 비밀
번호를 재입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FI 백업이 실패합니다.

단계 7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선택된 컨피그레이션 유형의 스냅샷을 생성하고 그 파일을 네트워크 위치에
내보냅니다. 백업 작업이 Backup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백업) 대화 상자의 Backup Operations(백
업 작업) 테이블에 나타납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백업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려면 FSM Details(FSM 세부 사항) 모음에서 아래쪽 화살표
를 클릭합니다.
FSM Details(FSM 세부 사항) 영역이 확장되고 작업 상태를 표시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하여 Backup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백업)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백업 작업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실행됩니다. 진행 상황을 보려면 Backup Configuration(컨피그레이
션 백업) 대화 상자를 다시 엽니다.

백업 작업 수정
백업 작업을 수정하여 다른 백업 유형의 파일을 그 위치에 저장하거나 파일 이름을 변경하여 이전 백
업 파일의 덮어쓰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오로지 백업 파일을 가져온 시스템과 동일한 버전을 실행 중인 시스템의 복원에만 Full State 백업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ll(모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Backup Configuration(백업 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합니다.

단계 5

Backup Configuration(백업 컨피그레이션) 대화 상자의 Backup Operations(백업 작업) 영역에서 수
정할 백업 작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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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백업 작업 삭제

선택된 백업 작업의 세부 사항이 Properties(속성) 영역에 표시됩니다. 백업 작업이 비활성 상태일 경
우 필드는 흐리게 표시됩니다.
단계 6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에서 Enabled(활성)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7

알맞은 필드를 수정합니다.
백업 작업을 즉시 실행할 경우가 아니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즉시 백업 작업을 실행하지 않으려면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에서 disabled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백업 작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ll(모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Backup Configuration(백업 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합니다.

단계 5

Backup Configuration(백업 컨피그레이션) 대화 상자의 Backup Operations(백업 작업) 테이블에서
삭제할 백업 작업을 클릭합니다.
팁
작업의 관리 상태가 Enabled.일 경우 테이블에서 백업 작업을 클릭할 수 없습니
다.

단계 6

Backup Operations(백업 작업) 테이블의 아이콘 모음에서 Delete(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Backup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백업)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Apply

대화 상자를 닫지 않고 선택된 백업 작업을 삭제합니다.

OK

선택된 백업 작업을 삭제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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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백업 구성

예약 백업 구성
전체 상태 백업 정책 구성
시작하기 전에
백업 서버 IPv4 또는 IPv6 주소 및 인증 자격 증명을 얻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ll(모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Backup and Export Policy(정책 백업 및 내보내기)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Full State Backup Policy(전체 상태 백업 정책)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Hostname(호스트 이름) 필드

정책 백업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의 호스트 이름, IPv4 또는 IPv6 주
소. 이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서버, 스토리지 어레이, 로컬 드라이브, 기타 읽기/쓰기 미디어일
수 있습니다.
참고

Protocol(프로토콜) 필드

IPv4 또는 IPv6 주소가 아닌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경우
에서 DNS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DNS 관리
가 local로 설정된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DNS 서버
를 구성합니다.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어 있고 DNS 관리가 global로 설정된 경우 Cisco
UCS Central에서 DNS 서버를 구성합니다.

원격 서버와의 통신에서 사용할 프로토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
니다.
• FTP
• TFTP
• SCP
• SFTP

User(사용자) 필드

원격 서버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사용자 이름. 프로토콜이 TFTP
일 경우 이 필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assword(비밀번호) 필드

원격 서버 사용자 이름의 비밀번호. 프로토콜이 TFTP일 경우 이
필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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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Remote File(원격 파일) 필드

정책 백업 파일의 전체 경로. 이 필드는 경로뿐 아니라 파일 이름
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생략할 경우 백업 절차에서
파일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Enabled(활성)—Cisco UCS Manager에서 Schedule(예약) 필
드에 지정된 예약을 사용하여 모든 정책 정보를 백업합니다.
• Disabled(비활성)—Cisco UCS Manager에서 정책 정보를 백
업하지 않습니다.

Schedule(예약) 필드

Cisco UCS Manager에서 정보를 백업하는 빈도.

Max Files(최대 파일) 필드

Cisco UCS Manager에서 유지하는 백업 파일의 최대 개수.
이 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백업 정책에 대한 설명. 기본 설명은 Database Backup Policy입니
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5

(선택 사항) Backup/Export Config Reminder(컨피그레이션 백업/내보내기 미리 알림) 영역에서 다
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Admin State(관리 상태) 열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Enable(활성)—지정된 기간에 백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오류로 표시합니다.
• Disable(비활성)—지정된 기간에 백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오류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Remind Me After (days)(일 후
알림) 열

백업을 수행하라는 알림이 표시될 때까지의 기간(일). 1 ~ 365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30일입니다.

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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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정책 구성
시작하기 전에
백업 서버 IPv4 또는 IPv6 주소 및 인증 자격 증명을 얻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ll(모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Policy Backup & Export(정책 백업 및 내보내기)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Config Export Policy(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정책)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Hostname(호스트 이름) 필드

컨피그레이션 백업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의 호스트 이름, IPv4 또
는 IPv6 주소. 이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
할 수 있는 서버, 스토리지 어레이, 로컬 드라이브, 기타 읽기/쓰기
미디어일 수 있습니다.
참고

Protocol(프로토콜) 필드

IPv4 또는 IPv6 주소가 아닌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경우
에서 DNS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DNS 관리
가 local로 설정된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DNS 서버
를 구성합니다.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어 있고 DNS 관리가 global로 설정된 경우 Cisco
UCS Central에서 DNS 서버를 구성합니다.

원격 서버와의 통신에서 사용할 프로토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
니다.
• FTP
• TFTP
• SCP
• SFTP

User(사용자) 필드

원격 서버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사용자 이름. 프로토콜이 TFTP
일 경우 이 필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assword(비밀번호) 필드

원격 서버 사용자 이름의 비밀번호. 프로토콜이 TFTP일 경우 이
필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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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Remote File(원격 파일) 필드

백업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전체 경로. 이 필드는 경로뿐 아니라 파
일 이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생략할 경우 백업 절
차에서 파일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Enabled(활성)—Cisco UCS Manager에서 Schedule(예약) 필
드에 지정된 예약을 사용하여 모든 정책 정보를 백업합니다.
• Disabled(비활성)—Cisco UCS Manager에서 정책 정보를 백
업하지 않습니다.

Schedule(예약) 필드

Cisco UCS Manager에서 정보를 백업하는 빈도.

Max Files(최대 파일) 필드

Cisco UCS Manager에서 유지하는 컨피그레이션 백업 파일의 최대
개수.
이 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설명) 필드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정책에 대한 설명. 기본 설명은
Configuration Export Policy입니다.
최대 256자를 입력합니다. `(액센트 기호), \(백슬래시), ^(캐럿),
"(큰따옴표), =(등호), >(보다 큼), <(보다 작음),'(작은 따옴표)를 제
외한 어떤 문자 또는 공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5

(선택 사항) Backup/Export Config Reminder(컨피그레이션 백업/내보내기 미리 알림) 영역에서 다
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Admin State(관리 상태) 열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Enable(활성)—지정된 기간에 백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오류로 표시합니다.
• Disable(비활성)—지정된 기간에 백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오류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Remind Me After (days)(일 후
알림) 열

백업을 수행하라는 알림이 표시될 때까지의 기간(일). 1 ~ 365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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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를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작업 구성
가져오기 작업 생성
Full State 백업 파일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음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 모든 컨피그레이션
•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 논리 컨피그레이션

시작하기 전에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가져오려면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 백업 서버 IP 주소 및 인증 자격 증명
• 백업 파일의 정규화된 이름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ll(모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을 클릭합니다.

단계 5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Create Import Operation(가져오기 작
업 생성)을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 Import Operation(가져오기 작업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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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Enabled(활성화)— OK(확인)를 클릭하는 즉시 Cisco UCS
Manager에서 가져오기 작업을 실행합니다.
• Disabled(비활성화)— OK(확인)를 클릭할 때 Cisco UCS
Manager에서 가져오기 작업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대화 상자의 모든 필드가 계속 표시됩니다. 그러나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가져오기) 대화 상자에
서 수동으로 가져오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Action(작업) 필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Merge(병합)—컨피그레이션 정보가 기존 정보와 병합됩니
다. 상충되는 게 있을 경우 현재 시스템의 정보를 가져오기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정보로 덮어씁니다.
• Replace(대체)—가져오기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각 개체를 가
져와 현재 컨피그레이션의 해당 개체에 덮어쓰기합니다.

Location of the Import File(가져 가져올 백업 파일이 위치한 곳.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기 파일의 위치) 필드
• Remote File System(원격 파일 시스템)—백업 XML 파일이
원격 서버에 저장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아
래에 설명된 필드를 표시하여 원격 시스템에 대한 프로토콜,
호스트, 파일 이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 Local File System(로컬 파일 시스템)—백업 XML 파일이 로
컬에 저장됩니다. Cisco UCS Manager GUI에서는 Filename(파
일 이름) 필드를 Browse(찾아보기) 버튼과 함께 표시하므로
가져올 백업 파일의 이름 및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Protocol(프로토콜) 필드

원격 서버와의 통신에서 사용할 프로토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
니다.
• FTP
• TFTP
• SCP
• S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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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Hostname(호스트 이름) 필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가져올 출처의 호스트 이름, IPv4 또는 IPv6
주소.
참고

IPv4 또는 IPv6 주소가 아닌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경우
에서 DNS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DNS 관리
가 local로 설정된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 DNS 서버
를 구성합니다. Cisco UCS domain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어 있고 DNS 관리가 global로 설정된 경우 Cisco
UCS Central에서 DNS 서버를 구성합니다.

Remote File(원격 파일) 필드

XML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이름.

User(사용자) 필드

원격 서버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사용자 이름. 프로토콜이 TFTP
일 경우 이 필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assword(비밀번호) 필드

원격 서버 사용자 이름의 비밀번호. 프로토콜이 TFTP일 경우 이
필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이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가져오기 작업을 즉시 활성화하고 실행할 경우가 아니라면 비
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단계 7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단계 8

확인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Admin State(관리 상태)를 enabled로 설정할 경우 Cisco UCS Manager에서는 네트워크 위치에서 컨피
그레이션 파일을 가져옵니다. 어떤 작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파일의 정보가 기존 컨피그레이션과
병합되거나 기존 컨피그레이션을 대체합니다. 가져오기 작업이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대화 상자의 Import Operations(가져오기 작업) 테이블에 표시됩니다.

단계 9

(선택 사항) 가져오기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작업이 Properties(속성) 영역에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Import Operations(가져오기 작업)
테이블에서 해당 작업을 클릭합니다.
b) Properties(속성) 영역의 FSM Details(FSM 세부 사항) 모음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FSM Details(FSM 세부 사항) 영역이 확장되고 작업 상태를 표시합니다.

단계 10 OK(확인)를 클릭하여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가져오기 작업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실행됩니다. 진행 상황을 보려면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
레이션 가져오기) 대화 상자를 다시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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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작업 실행
Full State 백업 파일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음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 모든 컨피그레이션
•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 논리 컨피그레이션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ll(모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을 클릭합니다.

단계 5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대화 상자의 Import Operations(가져오기 작업) 테이
블에서 실행할 작업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가져오기 작업의 세부 사항이 Properties(속성) 영역에 표시됩니다.

단계 6

Properties(속성)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a)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에서 Enabled(활성)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b) TFTP를 제외한 모든 프로토콜에서 Password(비밀번호) 필드에 사용자 이름의 비밀번호를 입력
합니다.
c) (선택 사항) 다른 사용 가능 필드의 내용을 변경합니다.

단계 7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네트워크 위치로부터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가져옵니다. 어떤 작업을 선택했
느냐에 따라 파일의 정보가 기존 컨피그레이션과 병합되거나 기존 컨피그레이션을 대체합니다. 가
져오기 작업이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대화 상자의 Import Operations(가져
오기 작업) 테이블에 표시됩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가져오기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려면 FSM Details(FSM 세부 사항) 모음에서 아래쪽 화
살표를 클릭합니다.
FSM Details(FSM 세부 사항) 영역이 확장되고 작업 상태를 표시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하여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가져오기 작업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실행됩니다. 진행 상황을 보려면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
레이션 가져오기) 대화 상자를 다시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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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작업 수정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ll(모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을 클릭합니다.

단계 5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대화 상자의 Import Operations(가져오기 작업) 영역
에서 수정할 작업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가져오기 작업의 세부 사항이 Properties(속성) 영역에 표시됩니다. 가져오기 작업이 비활성
상태일 경우 필드는 흐리게 표시됩니다.

단계 6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에서 Enabled(활성)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7

알맞은 필드를 수정합니다.
가져오기 작업을 즉시 실행할 경우가 아니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단계 8

(선택 사항) 즉시 가져오기 작업을 실행하지 않으려면 Admin State(관리 상태) 필드에서 disabled 라
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9

OK(확인)를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가져오기 작업 삭제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All(모두)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Actions(작업) 영역에서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을 클릭합니다.

단계 5

Backup Configuration(백업 컨피그레이션) 대화 상자의 Import Operations(가져오기 작업) 테이블에
서 삭제할 가져오기 작업을 클릭합니다.
팁
작업의 관리 상태가 Enabled.일 경우 테이블에서 가져오기 작업을 클릭할 수 없습니
다.

단계 6

Import Operations(가져오기 작업) 테이블의 아이콘 모음에서 Delete(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7

Cisco UCS Manager GUI에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경우 Yes(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8

Import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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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Apply

대화 상자를 닫지 않고 선택된 가져오기 작업을 삭제합니다.

OK

선택된 가져오기 작업을 삭제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복원
백업 파일을 가져온 시스템과 동일한 버전을 실행 중인 시스템의 복원에 전체 상태(Full State) 백업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릴리스 트레인이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복원에 전체 상태 백업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lease 2.1(3a)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얻은 전체 상태 백업으로
Release 2.1(3f)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VSAN 또는 VLAN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방지하려면 백업 시점에 기본 패브릭 인터커넥트였던 패브
릭 인터커넥트에서 백업을 복원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복원하려면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 관리 포트 IPv4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 또는 IPv6 주소 및 접두사
• 기본 게이트웨이 IPv4 또는 IPv6 주소
• 백업 서버 IPv4 또는 IPv6 주소 및 인증 자격 증명
• Full State 백업 파일의 정규화된 이름

참고

시스템 복원을 수행하려면 Full State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유형의 컨피그레이션 또는 백업 파일로도 시스템 복원
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콘솔 포트에 연결합니다.

단계 2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꺼져 있을 경우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켭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부팅되면서 POST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단계 3

설치 방법 프롬프트에 gui를 입력합니다.

단계 4

시스템에서 DHCP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있는 관리 포트의 IPv4 또는 IPv6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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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있는 관리 포트의 IPv4 서브넷 마스크 또는 IPv6 접두사
•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지정된 기본 게이트웨이의 IPv4 또는 IPv6 주소
단계 5

프롬프트의 웹 링크를 웹 브라우저에 복사하여 Cisco UCS Manager GUI 시작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계 6

시작 페이지에서 Express Setup(빠른 설정)을 선택합니다.

단계 7

Express Setup(빠른 설정) 페이지에서 Restore From Backup(백업에서 복원)을 선택하고 Submit(제
출)을 클릭합니다.

단계 8

Cisco UCS Manager Initial Setup(초기 설정) 페이지의 Protocol(프로토콜) 영역에서 전체 상태 백업
파일을 업로드하는 데 사용할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 SCP
• TFTP
• FTP
• SFTP

단계 9

Server Information(서버 정보) 영역에서 다음 필드를 완성합니다.
이름

설명

서버 IP

전체 상태 백업 파일이 위치한 컴퓨터의 IPv4 또
는 IPv6 주소. 이는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네트워
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서버, 스토리지 어레
이, 로컬 드라이브, 기타 읽기/쓰기 미디어일 수
있습니다.

Backup File Path(백업 파일 경로)

전체 상태 백업 파일이 위치한 경로. 폴더 이름 및
파일 이름 포함.
참고

오로지 백업 파일을 가져온 시스템과 동
일한 버전을 실행 중인 시스템의 복원에
만 Full State 백업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User ID(사용자 ID)

원격 서버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사용자 이름. 프
로토콜이 TFTP일 경우 이 필드는 적용되지 않습
니다.

Password(비밀번호)

원격 서버 사용자 이름의 비밀번호. 프로토콜이
TFTP일 경우 이 필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계 10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콘솔로 돌아가 시스템 복원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백업 서버에 로그인하고 지정된 전체 상태 백업 파일의 복사본을 가져온 다음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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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보조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복원할 필요 없습니다. 보조 패브릭 인터
커넥트가 재부팅되는 즉시 Cisco UCS Manager에서 기본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컨피그레이션을 동기
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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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비밀번호 복구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분실 비밀번호 복구, 769 페이지

분실 비밀번호 복구
관리 계정의 비밀번호 복구
관리자 계정은 시스템 관리자 또는 슈퍼유저 계정입니다. 관리자가 이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잃어
버리면 심각한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복구하는 절차에서
는 Cisco UCS domain의 모든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전원을 껐다가 켜야 합니다.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복구할 때 실제는 그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계정의 원
래 비밀번호를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로컬 계정의 비밀번호는 Cisco UCS Manager에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aa 또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Cisco UCS Manager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주의

이 절차에서는 Cisco UCS domain의 모든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전원을 꺼야 합니다. 따라서 Cisco
UCS domain의 모든 데이터 전송은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재시작할 때까지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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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리더십 역할 확인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 Fabric Interconnects(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확장합니다.

단계 3

역할을 식별할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클릭합니다.

단계 4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5

General(일반) 탭에서 High Availability Details(고가용성 세부 사항) 모음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
여 해당 영역을 확장합니다.

단계 6

Leadership(리더십) 필드를 보면서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기본 또는 부속인지 확인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펌웨어 버전 확인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Cisco UCS domain에 속한 모든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펌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일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펌웨어는 해당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Installed Firmware(설치
된 펌웨어)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2

Equipment(장비) 탭에서 Equipment(장비) 노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Work(작업) 창에서 Firmware Management(펌웨어 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4

Installed Firmware(설치된 펌웨어) 탭에서 각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다음 펌웨어 버전이 펌웨어를 업
데이트한 버전과 매칭하는지 확인합니다.
• 커널 버전
• 시스템 버전

독립형 컨피그레이션에서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복구
이 절차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초기 시스템 설정을 수행할 때 관리자 계정에 대해 설정한 비밀번
호를 복구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시스템 관리자 또는 슈퍼유저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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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1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콘솔 포트를 컴퓨터 터미널 또는 콘솔 서버에 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2 현재 실행 중인 다음 펌웨어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펌웨어 커널 버전
• 펌웨어 시스템 버전

팁

이 정보를 얻기 위해 Cisco UCS domain에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콘솔 포트에 연결합니다.

단계 2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전원을 껐다가 켭니다.
a)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전원을 끕니다.
b)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전원을 켭니다.

단계 3

부팅하여 loader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콘솔에서 다음 키 조합 중 하나를 누릅니다.
• Ctrl+l
• Ctrl+Shift+r
선택한 키 조합을 여러 번 눌러야 loader 프롬프트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계 4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커널 펌웨어 버전을 부팅합니다.
loader >

boot /installables/switch/
kernel_firmware_version

예제:
loader > boot /installables/switch/ucs-6100-k9-kickstart.4.1.3.N2.1.0.11.gbin

단계 5

컨피그레이션 터미널 모드를 시작합니다.
Fabric(boot)#

config terminal
단계 6

관리자 비밀번호를 재설정합니다.
Fabric(boot)(config)#

admin-password
password
하나 이상의 대문자 및 숫자를 포함하는 강력한 비밀번호를 선택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비워둘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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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비밀번호가 일반 텍스트 모드로 표시됩니다.
단계 7

컨피그레이션 터미널 모드를 종료하고 부팅 프롬프트로 돌아갑니다.

단계 8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시스템 펌웨어 버전을 부팅합니다.
Fabric(boot)#

load /installables/switch/
system_firmware_version

예제:
Fabric(boot)# load /installables/switch/ucs-6100-k9-system.4.1.3.N2.1.0.211.bin

단계 9

시스템 이미지가 로드하면 Cisco UCS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서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복구
이 절차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초기 시스템 설정을 수행할 때 관리자 계정에 대해 설정한 비밀번
호를 복구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시스템 관리자 또는 슈퍼유저 계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1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콘솔 포트를 컴퓨터 터미널 또는 콘솔 서버에 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2 다음 정보를 확인합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펌웨어 커널 버전
• 펌웨어 시스템 버전
•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 중 기본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부속 패브릭 인터커넥트

팁

이 정보를 얻기 위해 Cisco UCS domain에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콘솔 포트에 연결합니다.

단계 2

부속 패브릭 인터커넥트:
a)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전원을 끕니다.
b)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전원을 켭니다.
c) 부팅하여 loader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콘솔에서 다음 키 조합 중 하나를 누릅니다.
• Ctrl+l
• Ctrl+Shif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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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키 조합을 여러 번 눌러야 loader 프롬프트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계 3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전원을 껐다가 켭니다.
a)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전원을 끕니다.
b)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전원을 켭니다.

단계 4

부팅하여 loader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콘솔에서 다음 키 조합 중 하나를 누릅니다.
• Ctrl+l
• Ctrl+Shift+r
선택한 키 조합을 여러 번 눌러야 loader 프롬프트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계 5

기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커널 펌웨어 버전을 부팅합니다.
loader > boot /installables/switch/
kernel_firmware_version

예제:
loader > boot /installables/switch/ucs-6100-k9-kickstart.4.1.3.N2.1.0.11.gbin

단계 6

컨피그레이션 터미널 모드를 시작합니다.
Fabric(boot)# config terminal

단계 7

관리자 비밀번호를 재설정합니다.
Fabric(boot)(config)# admin-password password

하나 이상의 대문자 및 숫자를 포함하는 강력한 비밀번호를 선택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비워둘 수 없
습니다.
새 비밀번호가 일반 텍스트 모드로 표시됩니다.
단계 8

컨피그레이션 터미널 모드를 종료하고 부팅 프롬프트로 돌아갑니다.

단계 9

기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시스템 펌웨어 버전을 부팅합니다.
Fabric(boot)# load /installables/switch/
system_firmware_version

예제:
Fabric(boot)# load /installables/switch/ucs-6100-k9-system.4.1.3.N2.1.0.211.bin

단계 10 시스템 이미지가 로드하면 Cisco UCS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단계 11 부속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콘솔에서 다음 절차를 통해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켭니다.
a) 부속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커널 펌웨어 버전을 부팅합니다.
loader > boot /installables/switch/
kernel_firmware_version

b) 부속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시스템 펌웨어 버전을 부팅합니다.
Fabric(boot)# load /installables/switch/
system_firmware_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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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비밀번호 복구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서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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