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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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I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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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유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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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한 방법

설명한 작업이 시간을 절약함을 의미합니다. 단락에서 설명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독자가 유의해야 하는 내용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장비 손상이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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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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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1 페이지
• Cisco UCS Central 사용자 섦서 참조, 1 페이지

개요
이 가이드에는 Cisco UCS Central 관리 설정에 고유한 다음 구성 요소에 대한 개념 및 절차 정보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관리
• 시스템 관리
• 이미지 라이브러리
• 펌웨어 관리
• Backup Management
• Smart Call Home

Cisco UCS Central 사용자 섦서 참조
Cisco UCS Central은 Cisco UCS Central을 이해하고 구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용 사례 기반의 문
서를 제공합니다.
가이드

설명

Cisco UCS Central 시작 가이드

Cisco UCS 인프라,Cisco UCS Manager 및 Cisco
UCS Central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제공합니다.
HTML5 UI의 개요, Cisco UCS Central에서 Cisco
UCS Domain을 등록하는 방법 및 라이선스 활성
화 방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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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Cisco UCS Central 사용자 섦서 참조

가이드

설명

Cisco UCS Central 관리 가이드

사용자 관리, 통신, 펌웨어 관리, 백업 관리, Smart
Call Home과 같은 관리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Cisco UCS Central 인증 가이드

비밀번호, 사용자 및 역할, RBAC, TACACS+,
RADIUS, LDAP 및 SNMP와 같은 인증 작업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isco UCS Central 서버 관리 가이드

장비 정책, 물리적 인벤토리, 서비스 프로파일 및
템플릿, 서버 풀, 서버 부팅, 서버 정책과 같은 서
버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isco UCS Central 스토리지 관리 가이드

포트 및 포트 채널, VSAN 및 vHBA 관리, 스토리
지 풀, 스토리지 정책, 스토리지 프로파일, 디스크
그룹, 디스크 그룹 컨피그레이션과 같은 스토리
지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isco UCS Central 네트워크 관리 가이드

포트 및 포트 채널, VLAN 및 vNIC 관리, 네트워
크 풀, 네트워크 정책과 같은 네트워크 관리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isco UCS Central 운영 가이드

소규모, 중간 규모 및 대규모 구축을 위한 도메인
그룹 설정, 구성 및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입니다.

Cisco UCS Central 트러블슈팅 가이드

Cisco UCS Central의 일반 문제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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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
이 장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UCS Central 사용자 관리, 3 페이지
• 도메인 그룹 사용자 관리, 7 페이지

UCS Central 사용자 관리
UCS Central Users Administration Manage(UCS Central 사용자 관리 관리)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역할, 로캘 및 비밀번호 프로파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System Configuration(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Users(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UCS Central Users Administration Manage(UCS Central 사용자 관리 관리)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단계 2

구성할 섹션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Password Profile(비밀번호 프로파일) - UCS Central Password Profile Manage(UCS Central 비
밀번호 프로파일 관리) 대화 상자에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CS Central
비밀번호 프로파일 관리, 4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 Roles(역할) - UCS Central Roles Manage(UCS Central 역할 관리) 대화 상자에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CS Central 역할 관리, 5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 Locales(로캘) - UCS Central Locales Manage(UCS Central 로캘 관리) 대화 상자에서와 같은 작
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CS Central 로캘 관리, 5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 Local Users(로컬 사용자) - UCS Central Local Users Manage(UCS Central 로컬 사용자 관리) 대
화 상자에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CS Central 로컬 사용자 관리, 6 페이
지을(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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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 Central 비밀번호 프로파일 관리

• Remote Users(원격 사용자) - UCS Central Remote Users Manage(UCS Central 원격 사용자 관
리) 대화 상자에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CS Central 원격 사용자 관리, 7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3

각 섹션에 대해 필요에 따라 필드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단계 4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UCS Central 비밀번호 프로파일 관리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Manage UCS Central Password Profile(UCS Central 비밀번호 프로파일 관리)을 입
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UCS Central Password Profile Manage(UCS Central 비밀번호 프로파일 관리) 대화 상자
가 실행됩니다.

단계 2

Password Profile(비밀번호 프로파일)에서 Password Strength Check(비밀번호 강도 확인) 활성화 여
부를 선택합니다.

단계 3

최소 비밀번호 수를 선택해야 사용자가 이전 비밀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4

Password Change During Interval(다음 간격 동안 비밀번호 변경) 활성화 여부를 선택합니다.

단계 5

Password Change Interval(비밀번호 변경 간격)을 선택합니다.

단계 6

변경 간격 중에 최대 비밀번호 수를 선택합니다.
이 필드는 Password Change During Interval(다음 간격 동안 비밀번호 변경)을 Enabled(활성화됨)로
설정해야 표시됩니다.

단계 7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UCS Central 역할 관리, 5 페이지
UCS Central 로캘 관리, 5 페이지
UCS Central 로컬 사용자 관리, 6 페이지
UCS Central 원격 사용자 관리, 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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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 Central 역할 관리

UCS Central 역할 관리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anage UCS Central Roles(UCS Central 역할 관리)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UCS Central Roles Manage(UCS Central 역할 관리)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단계 2

Roles(역할)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새 역할을 추가하거나 기존 역할을 선택합니다.

단계 3

Network(네트워크) 탭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권한을 업데이트하고 추가합니다.

단계 4

역할에 대해 관련 권한을 선택합니다.

단계 5

Apply(적용)를 클릭하여 새 권한을 적용합니다.

단계 6

역할에 대해 스토리지, 서버 및 운영 권한을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단계 7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UCS Central 비밀번호 프로파일 관리, 4 페이지
UCS Central 로캘 관리, 5 페이지
UCS Central 로컬 사용자 관리, 6 페이지
UCS Central 원격 사용자 관리, 7 페이지

UCS Central 로캘 관리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Manage UCS Central Locales(UCS Central 로캘 관리)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
다.
이렇게 하면 UCS Central Locales Manage(UCS Central 로캘 관리)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단계 2

Locales(로캘)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새 로캘을 추가하거나 기존 로캘을 선택합니다.

단계 3

로캘에 Organizations(조직) 및 Domain Groups(도메인 그룹)을 할당합니다.
a) Add(추가)를 클릭하여 조직 또는 도메인 그룹을 표시합니다.
b) 조직 또는 도메인 그룹을 선택합니다.
c) Apply(적용)를 클릭하여 새 권한을 적용합니다.

단계 4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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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UCS Central 비밀번호 프로파일 관리, 4 페이지
UCS Central 역할 관리, 5 페이지
UCS Central 로컬 사용자 관리, 6 페이지
UCS Central 원격 사용자 관리, 7 페이지

UCS Central 로컬 사용자 관리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Manage UCS Central Local Users(UCS Central 로컬 사용자 관리)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UCS Central Local Users Manage(UCS Central 로컬 사용자 관리)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
다.

단계 2

Local Users(로컬 사용자)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새 로컬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기존 사용자를 선
택합니다.

단계 3

Basic(기본) 탭에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계 4

Roles(역할) 탭에서 사용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a) Add(추가)를 클릭하여 역할을 표시합니다.
b) 역할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c) Apply(적용)를 클릭하여 새 권한을 적용합니다.

단계 5

Locales(로캘) 탭에서 사용자에게 할당된 로캘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a) Add(추가)를 클릭하여 역할을 표시합니다.
b) 역할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c) Apply(적용)를 클릭하여 새 권한을 적용합니다.

단계 6

SSH 탭에서 Authentication Type(인증 유형)을 선택합니다.

단계 7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UCS Central 비밀번호 프로파일 관리, 4 페이지
UCS Central 역할 관리, 5 페이지
UCS Central 로캘 관리, 5 페이지
UCS Central 원격 사용자 관리, 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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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 Central 원격 사용자 관리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Manage UCS Central Remote Users(UCS Central 원격 사용자 관리)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UCS Central Remote Users Manage(UCS Central 원격 사용자 관리) 대화 상자가 실행됩
니다.

단계 2

Remote Users(원격 사용자)에서 원격 LDAP 사용자, 역할 및 로캘을 검토합니다.
참고
이 섹션은 읽기 전용입니
다.

단계 3

Cancel(취소)을 클릭하여 창을 닫거나 Save(저장)를 클릭하여 다른 섹션에서 수행한 변경 사항을 저
장합니다.

관련 항목
UCS Central 비밀번호 프로파일 관리, 4 페이지
UCS Central 역할 관리, 5 페이지
UCS Central 로캘 관리, 5 페이지
UCS Central 로컬 사용자 관리, 6 페이지

도메인 그룹 사용자 관리
절차
단계 1

도메인 그룹 아이콘을 클릭하고 root(루트)를 선택합니다.

단계 2

Settings(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Users(사용자)를 선택합니다.

단계 3

Roles(역할)에서 도메인 그룹과 연결할 역할을 선택합니다. 도메인 그룹에서 연결을 해제할 역할은
선택을 취소합니다.

단계 4

Network(네트워크) 탭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권한을 업데이트하고 추가합니다.
a) Add(추가)를 클릭하여 조직을 표시합니다.
b) 역할에 대해 관련 권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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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pply(적용)를 클릭하여 새 권한을 적용합니다.
단계 5

역할에 대해 Storage(스토리지), Server(서버) 및 Operations(운영) 권한을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합
니다.

단계 6

Locales(로캘)에서 도메인 그룹과 연결할 로캘을 선택합니다. 도메인 그룹에서 연결을 해제할 역할은
선택을 취소합니다.

단계 7

Organizations(조직)를 로캘에 할당합니다.
a) Add(추가)를 클릭하여 조직을 표시합니다.
b) 조직 또는 도메인 그룹을 선택합니다.
c) Apply(적용)를 클릭하여 새 권한을 적용합니다.

단계 8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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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 시스템 정책, 9 페이지
• 시스템 프로파일, 17 페이지
• 도메인 그룹 시스템 정책, 19 페이지
• 도메인 그룹 시스템 프로파일, 21 페이지
• 일정, 21 페이지
• 서버 유지 보수 정책, 22 페이지
• 키 링, 24 페이지
• 결함 및 로그 모니터링, 25 페이지
• Tomcat 기록 활성화, 29 페이지
• API 통신 보고서, 30 페이지
• 기술 지원 파일, 30 페이지

시스템 정책
모든 Cisco UCS Central에 대해, 또는 도메인 그룹 레벨에서 시스템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도메
인 그룹에서 시스템 정책을 구성하려면 도메인 그룹 시스템 정책, 19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UCS Central 시스템 정책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결함 - 결함이 제거되는 시기, 플랩 간격 및 유지 간격을 결정합니다.
플랩 간격
Cisco UCS Central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시점과 해당 조건을 제거하는 시점 간의 시간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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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간격
Cisco UCS Central에서 시스템에 결함을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 Syslog - 수집할 로그 파일의 유형 및 해당 파일을 보거나 저장할 위치를 결정합니다.
• 코어 덤프 - 코어 파일 탐색기를 사용하여 코어 파일이 발생하면 이를 내보냅니다.

UCS Central 시스템 정책 구성
UCS Central System Policies Manage(UCS Central 시스템 정책 관리) 대화 상자에서는 결함, syslog
및 코어 덤프 내보내기에 대해 속성과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System Configuration(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System Policies(시스템 정책)를 선
택합니다.

단계 2

UCS Central System Policies(UCS Central 시스템 정책) 대화 상자에서 구성하려는 섹션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Fault(결함) - UCS Central Fault Policy Manage(UCS Central 결함 정책 관리) 대화 상자에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CS Central 결함 정책 관리, 13 페이지을(를) 참고하
십시오.
• Syslog - UCS Central Syslog Manage(UCS Central Syslog 관리) 대화 상자에서와 같은 작업을 수
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CS Central Syslog 관리, 14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 Core Dump Export(코어 덤프 내보내기) - UCS Central Core Dump Export Manage(UCS Central
코어 덤프 내보내기 관리) 대화 상자에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CS Central
코어 덤프 내보내기 관리, 16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3

각 섹션에 대해 필요에 따라 필드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단계 4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UCS Central 결함 정책 관리, 13 페이지
UCS Central Syslog 관리, 14 페이지
UCS Central 코어 덤프 내보내기 관리, 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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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정책 관리
절차
단계 1

도메인 그룹 탐색 아이콘을 클릭하고 도메인 그룹을 선택합니다.

단계 2

컨피그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System Policies(시스템 정책)를 선택합니다.

단계 3

Equipment(장비)에서 Basic(기본)을 클릭하여 다음 필드를 완료합니다.
a) Rack Management Action(랙 관리 작업)에서 새로운 랙 서버를 검색 시 서버 관리 구성 방법을 선
택합니다.
• Auto Acknowledged(자동 승인) - 사용 가능한 서버 연결을 바탕으로 Cisco UCS에서 서버 관
리를 도메인별로 자동 구성합니다.
• User Acknowledged(사용자 승인) - Cisco UCS에서 자동으로 서버 관리를 구성하지 않습니
다. 사용자가 승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b) MAC Address Table Aging Time(MAC 주소 테이블 에이징 타임)에서 유휴 MAC 주소가 제거되
기 전에 MAC 주소 테이블에 남아 있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 Mode Default(모드 기본값) - 시스템에서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엔드-호스트 모드에서 기본
값은 14,500초입니다. 스위칭 모드에서 기본값은 300초입니다.
• Never(안 함) - Cisco UCS가 테이블에서 MAC 주소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 Other(기타) - dd:hh:mm:ss 필드에 맞춤 값을 입력합니다.
c) VLAN Port Count Optimization(VLAN 포트 수 최적화)에서 포트 사용을 최적화하고 FI에 대한
CPU 부하를 줄이기 위해 Cisco UCS에서 VLAN을 논리적으로 그룹화할 수 있는지를 선택합니다.
d) Firmware Auto Server Sync State(펌웨어 자동 서버 동기화 상태)에서 최근 검색된 블레이드 서버
또는 랙 서버에 대한 펌웨어 동기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 User Acknowledged(사용자 승인) - 관리자가 업그레이드를 승인할 때까지 Cisco UCS에서 펌
웨어를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 No Actions(작업 없음) - Cisco UCS가 서버에서 어떠한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수행하지 않습
니다.
e) Info Action(정보 작업)에서 정보 정책에 Cisco UCS 도메인에 연결된 업링크 스위치를 표시할지
선택합니다.

단계 4

새 섀시 또는 FEX를 추가할 경우 시스템 작동 방법을 지정하려면 Discovery(검색)를 클릭하여 다음
필드를 완료합니다.
a) Chassis/FEX Link Action(섀시 및 FEX 링크 작업)에서 섀시 또는 FEX와 패브릭 인터커넥트 간 링
크 수에 대한 최소 임계값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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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assis/FEX Link Grouping Preference(섀시/FEX 링크 그룹화 환경 설정)에서 시스템 IO 컨트롤
러, IOM 또는 FEX로부터 패브릭 인터커넥트까지의 링크가 포트 채널로 그룹화되는지 여부를 선
택합니다.
c) Multicast Hardware Hash(멀티캐스트 하드웨어 해시)에서 Enable(활성화)을 클릭해 Cisco UCS에
서 IOM 또는 FEX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로의 모든 링크를 멀티캐스트 트래픽에 사용할 수 있는
지 지정합니다.
d) Backplane Speed Preference(백플레인 속도 환경 설정)에서 사용하려는 속도를 선택합니다.
단계 5

Power(전원)를 클릭한 후 다음 필드를 완료합니다.
a) Power Redundancy(전원 이중화)에서 사용하려는 전원 이중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 N+1 - 총 전원 공급 장치 수에 이중화용 전원 공급 장치 하나를 더한 것으로, 섀시에 대한 전
력 부하를 똑같이 공유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면 Cisco UCS는 이를 ‘전원 꺼
짐’ 상태로 설정합니다.
• Grid(그리드)—전원 2개가 켜지거나 섀시에서 N+1을 초과하는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소스
하나에 장애가 발생하면 나머지 정상적인 전원 공급 장치가 계속 섀시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 Non-Redundant(이중화 없음) - 설치된 모든 전원 공급 장치가 켜지고 부하가 고르게 분산됩
니다. 단일 전력 공급 장치로 소규모 컨피그레이션(2500W 미만 필요)에만 전원을 공급합니
다.
b) Power Allocation(전력 할당)에서 Cisco UCS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전력 할당 관리 모드를 선택합
니다.
• Policy Driven Chassis Group Cap(정책 기반 섀시 그룹 상한) - 연결된 서비스 프로파일에 포
함된 전력 제어 정책을 통해 섀시 레벨에서 전력 할당을 구성합니다.
• Manual Blade Level Cap(수동 블레이드 레벨 상한) - 모든 섀시의 각 블레이드 서버에 대해
전력 할당을 구성합니다.
c) ID Soaking Interval(ID 소킹 간격)에서 Cisco UCS가 릴리스한 풀 엔터티를 재지정하기 전 Cisco
UCS Central이 대기하는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0에서 86400 사이의 정수를 입력합니다.

단계 6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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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검색 정책 관리
절차
단계 1

도메인 그룹 탐색 아이콘을 클릭하고 도메인 그룹을 선택합니다.

단계 2

컨피그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System Policies(시스템 정책)를 선택합니다.

단계 3

Rack Discovery(랙 검색)에서 Enabled(활성화됨)를 클릭합니다.

단계 4

Basic(기본)의 Discovery Policy Action(검색 정책 작업)에서 신규 랙 서버를 추가할 때 시스템 작동 방
법을 선택합니다.
• Immediate(즉시) - Cisco UCS 도메인에서 새 서버를 자동으로 검색하려 합니다.
• User Acknowledged(사용자 승인) - 사용자가 새 서버를 검색하라고 지시할 때까지 Cisco UCS
도메인이 기다립니다.

단계 5

Policies(정책)를 클릭한 다음 새로 검색된 서버에서 실행하려는 스크럽 정책을 선택합니다.
서버는 선택한 서버 풀 정책 자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계 6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UCS Central 결함 정책 관리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Manage UCS Central Fault Policy(UCS Central 결함 정책 관리)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단계 2

UCS Central Fault Policy(UCS Central 결함 정책) 대화 상자에서 Fault(결함)를 클릭하고 다음 필드
를 완료합니다.
참고
Initial Severity(초기 심각도) 및 Action on Acknowledgment(승인 시의 작업) 필드는 읽기 전
용입니다. 이러한 필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1 Flapping Interval (Seconds)(플랩 간격(초)) 필드에 시간 값을 초 단위로 입력합니다.
Cisco UCS Central에서 결함을 빠르게 연속으로 여러 번 발생시켰다가 제거하면 플랩이 발생합니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Cisco UCS Central은 마지막 상태 변경 이후 사용자가 정의한 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결함 상태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플랩 간격 중에 조건이 재발할 경우, 결함은 활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플랩 간격 중에 조건이 재발
하지 않을 경우, 결함은 제거됩니다. 동작은 Action on Clear(제거 시의 작업) 필드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Soaking Interval(소킹 간격)에서 None(없음)을 선택하거나 맞춤형 소킹 간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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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ear Interval(제거 간격)에서 Cisco UCS Central이 수명을 기준으로 하여 결함을 제거된 것으로
자동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None(없음)을 선택하면 Cisco UCS Central이 결함을 자동으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Custom
Interval(맞춤형 간격)을 선택하면 Cisco UCS Central은 연결된 간격 필드에서 지정하는 시간 이후
결함 메시지를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4 Action on Clear(제거 시의 작업)에서 결함 제거 시 Cisco UCS Central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선택합니다.
Retain Cleared Faults(제거된 결함 유지)를 선택하는 경우 Cisco UCS Central은 Retention Interval(유
지 간격)에 지정된 시간 동안 제거된 결함을 유지합니다. Delete Cleared Faults(제거된 결함 삭제)
를 선택하는 경우 Cisco UCS Central은 결함을 즉시 제거합니다.
5 Action on Clear(제거 시의 작업)를 Retain Cleared Faults(제거된 결함 유지)로 설정하는 경우
Retention Interval(유지 간격)에서 Cisco UCS Central이 제거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함을 유지
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Forever(무기한)를 선택하면 Cisco UCS Central이 제거된 모든 결함 메시지를 무기한 유지합니다.
Custom Interval(맞춤형 간격)을 선택하면 Cisco UCS Central은 연결된 간격 필드에서 지정하는
시간 동안 제거된 결함 메시지를 유지합니다.
단계 3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UCS Central 시스템 정책 구성, 10 페이지
UCS Central Syslog 관리, 14 페이지
UCS Central 코어 덤프 내보내기 관리, 16 페이지

UCS Central Syslog 관리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UCS Central Syslog 관리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단계 2

UCS Central Syslog 대화 상자에서 Syslog Sources(Syslog 소스)를 클릭하고 로그 파일을 수집할 각 소
스에 대해 Enabled(활성화됨)를 선택합니다.
• Faults(오류)
• 감사
• Events(이벤트)

단계 3

Local Destination(로컬 대상)에서 Cisco UCS Central이 syslog 메시지를 추가하고 표시할 수 있는 위치
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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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le(콘솔) - syslog 메시지를 콘솔에 표시하고 로그에 추가합니다. 표시하려는 메시지의 로
깅 레벨을 선택합니다.
• Monitor(모니터) - syslog 메시지를 모니터에 표시하고 로그에 추가합니다. 표시하려는 메시지
의 로깅 레벨을 선택합니다.
• Log File(로그 파일) - syslog 메시지를 로그 파일에 저장합니다. 로깅 레벨, 파일 이름 및 최대 파
일 크기를 선택합니다.
Logging Level(로깅 레벨) - 시스템에서 저장하도록 할 가장 낮은 메시지 레벨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은 해당 로깅 레벨 이상의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 경보
• 심각(UCSM 심각)
• 오류(UCSM 중요)
• 긴급
• 경고(UCSM 경미)
• 알림(UCSM 경고)
• 정보
• Debug(디버그)
단계 4

Remote Destination(원격 대상)에서 syslog 메시지를 저장할 위치를 기본 서버, 보조 서버 또는 3차 서
버 중에서 지정합니다.
각 원격 대상에 대해 다음 정보를 지정합니다.
• Logging Level(로깅 레벨) - 시스템에서 저장하도록 할 가장 낮은 메시지 레벨을 선택합니다. 시
스템은 원격 파일에 해당 레벨 이상의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 경보
◦ 심각(UCSM 심각)
◦ 오류(UCSM 중요)
◦ 긴급
◦ 경고(UCSM 경미)
◦ 알림(UCSM 경고)
◦ 정보
◦ Debug(디버그)
• Facility(기능) - 원격 대상과 연결된 기능
• Host Name/IPAddress(호스트 이름/IP 주소) - 원격 로그 파일이 있는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IPv4 또는 IPv6 주소 대신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Cisco UCS Central에서 DNS 서버를 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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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UCS Central 시스템 정책 구성, 10 페이지
UCS Central 결함 정책 관리, 13 페이지
UCS Central 코어 덤프 내보내기 관리, 16 페이지

UCS Central 코어 덤프 내보내기 관리
TFTP를 통해 코어 파일을 네트워크에 지정된 위치로 내보내기 위해 Cisco UCS는 Core File Exporter
를 사용합니다. 코어 파일은 tar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Manage UCS Central Core Dump Export(UCS Central 코어 덤프 내보내기 관리)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단계 2

코어 파일을 내보내려면 UCS Central Core Dump Export(UCS Central 코어 덤프 내보내기) 대화 상
자에서 Enable(활성화)을 클릭합니다.

단계 3

(선택 사항) 코어 파일 저장에 사용되는 원격 서버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단계 4

Frequency(빈도), Maximum No. of Files(최대 파일 수), Remote Copy(원격 복사) 및 Protocol(프로토
콜) 필드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계 5

(선택 사항) Absolute Remote Path(절대 원격 경로)에 코어 파일을 원격 서버로 내보낼 때 사용할 경
로를 입력합니다.

단계 6

Remote Server Host Name/IP Address(원격 서버 호스트 이름 및 IP 주소)에 TFTP를 통해 연결할 호
스트 이름이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단계 7

(선택 사항) TFTP Port(TFTP 포트)에 TFTP를 통해 코어 파일을 내보낼 때 사용할 포트 번호를 입력
합니다. 기본 포트 번호는 69입니다.

단계 8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UCS Central 시스템 정책 구성, 10 페이지
UCS Central 결함 정책 관리, 13 페이지
UCS Central Syslog 관리, 1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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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프로파일
시스템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모든 Cisco UCS Central에 대해 인터페이스, 날짜, 시간, DNS, 원격 액세
스, 신뢰 지점 및 인증서 정보와 같은 시스템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그룹 시스템 프로파일을 구성하려면 도메인 그룹 시스템 프로파일, 21 페이지를 참고하십시
오.

UCS Central 시스템 프로파일 관리
절차
단계 1

System Configuration(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System Profile(시스템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단계 2

UCS Central 섹션에서 Cisco UCS Central 시스템 이름, 모드, 가상 IPv4 및 IPv6 주소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값은 Cisco UCS Central을 처음 구성할 때 입력됩니다. 시스템 이름과 모드는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계 3

Interfaces(인터페이스)에서 다음 관리 노드를 검토하거나 변경합니다.
• 기본 노드(IPv4)
• 기본 노드(IPv6)
• 보조 노드(IPv4)
• 보조 노드(IPv6)

단계 4

Date & Time(날짜 및 시간)에서 시간대를 선택하고 NTP 서버를 추가합니다.

단계 5

DNS에서 Cisco UCS Central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고 DNS 서버를 추가합니다.

단계 6

Remote Access(원격 액세스)에서 키 링을 선택합니다.

단계 7

Trusted Points(신뢰 지점)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신뢰 지점과 인증서 체인을 추가합니다.

단계 8

Certificates(인증서)에서 기존 키 링과 인증서 요청을 보거나 새 키 링과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
다.

단계 9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UCS Central NTP 서버 관리, 18 페이지
UCS Central 관리 노드 관리, 18 페이지
UCS Central DNS 서버 관리, 1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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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 Central 관리 노드 관리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Manage UCS Central Management Node(UCS Central 관리 노드 관리)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UCS Central Management Node Manage(UCS Central DNS 관리 노드 관리) 대화 상자
가 실행됩니다.

단계 2

Management Node(관리 노드)에서 구성할 노드 이름을 클릭합니다.

단계 3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기본 게이트웨이의 값을 입력합니다.

단계 4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UCS Central 시스템 프로파일 관리, 17 페이지
UCS Central NTP 서버 관리, 18 페이지
UCS Central DNS 서버 관리, 19 페이지

UCS Central NTP 서버 관리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Manage UCS Central NTP Servers(UCS Central NTP 서버 관리)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UCS Central NTP Servers Manage(UCS Central NTP 서버 관리)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
다.

단계 2

Time Zone(시간대)에서 도메인의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단계 3

NTP Servers(NTP 서버)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새 NTP 서버를 추가하거나 Delete(삭제)를 클릭
하여 기존 NTP 서버를 제거합니다.

단계 4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UCS Central 시스템 프로파일 관리, 17 페이지
UCS Central 관리 노드 관리, 18 페이지
UCS Central DNS 서버 관리, 1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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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 Central DNS 서버 관리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Manage UCS Central DNS Servers(UCS Central DNS 서버 관리)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UCS Central DNS Servers Manage(UCS Central DNS 서버 관리)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
다.

단계 2

UCS Central Domain Name(UCS Central 도메인 이름)에서 Cisco UCS Central 도메인의 이름을 입력
합니다.

단계 3

DNS Servers(DNS 서버)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새 DNS 서버를 추가하거나 Delete(삭제)를 클릭
하여 기존 DNS 서버를 제거합니다.

단계 4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UCS Central 시스템 프로파일 관리, 17 페이지
UCS Central NTP 서버 관리, 18 페이지
UCS Central 관리 노드 관리, 18 페이지

도메인 그룹 시스템 정책
도메인 그룹 레벨에서 또는 모든 Cisco UCS Central에 대해 시스템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UCS
Central에 대한 시스템 정책을 구성하려면 시스템 정책, 9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도메인 그룹 시스템 정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Equipment(장비) - 검색 및 전원 정책 등 도메인 그룹 내 장비에 대한 정책을 설정합니다.
• Rack Discovery(랙 검색) - 랙 마운트 서버가 검색될 때 수행할 작업을 결정하고, 스크럽 정책을
지정합니다.
• Faults(결함) - 결함이 제거되는 시기, 플랩 간격 및 유지 간격을 결정합니다.
플랩 간격
Cisco UCS Central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시점과 해당 조건을 제거하는 시점 간의 시간입
니다.
보존 간격
Cisco UCS Central에서 시스템에 결함을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 Syslog - 수집하려는 로그 파일의 유형 및 로그 파일을 보거나 저장할 위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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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Dump(코어 덤프) - Core File Exporter를 사용하여 코어 파일이 발생하면 이를 내보냅니다.
• Interfaces(인터페이스) - 도메인 그룹 인터페이스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 System Events(시스템 이벤트) - 도메인 그룹 시스템 이벤트 로그를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도메인 그룹 시스템 정책 관리
참고

하위 도메인에 대한 시스템 정책을 설정하는 경우 각 정책을 활성화해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도메인 그룹 탐색 아이콘을 클릭하고 도메인 그룹을 선택합니다.

단계 2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3

시스템 정책에 대해 Launch(실행)를 클릭합니다.

단계 4

Equipment(장비)에서 필요한 필드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비 정책 관리, 11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5

Rack Discovery(랙 검색)에서 필요한 필드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랙 검색 정책 관리, 13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6

Fault(결함)에서 필요한 필드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CS Central 결함 정책 관리, 13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7

Syslog에서 필요한 필드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CS Central Syslog 관리, 14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8

Core Dump(코어 덤프)에서 필요한 필드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CS Central 코어 덤프 내보내기 관리, 16 페이지을(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9

Interfaces(인터페이스)에서 Interface Monitoring Policy(인터페이스 모니터링 정책) 활성화 여부를
선택합니다.

단계 10 Enabled(활성화됨)를 선택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계 11 System Events(시스템 이벤트)에서 필요한 필드에 내용을 입력하여 시스템 이벤트 로그가 수집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단계 12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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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그룹 시스템 프로파일
도메인 그룹 시스템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각 도메인 그룹에 대해 날짜, 시간, DNS 설정, 원격 액세스
및 신뢰 지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그룹 시스템 프로파일 관리
절차
단계 1

도메인 그룹 탐색 아이콘을 클릭하고 루트를 선택합니다.

단계 2

Settings(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3

시스템 정책에 대해 실행을 클릭합니다.

단계 4

날짜 및 시간에서 시간대를 선택하고 NTP 서버를 추가합니다.

단계 5

DNS에서 UCS Central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고 DNS 서버를 추가합니다.

단계 6

원격 액세스에서 HTTPS, HTTPS 포트를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웹 및 셸 세션의 기본값을 변경합니
다.
참고
SSH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
다.

단계 7

Trusted Points(신뢰 지점)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신뢰 지점을 생성하고 인증서 체인을 추가합
니다.

단계 8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일정
특정 활동이 발생할 시기를 결정하려면 일정을 사용합니다. Cisco UCS Central에서 일정을 생성한 후
해당 일정을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백업 작업
•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 유지 보수 정책

참고

반복되거나 한 번 발생하는 간단한 일정에는 사용자 승인을 요구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사용자
승인을 요구하려면 고급 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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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생성 또는 편집
참고

반복되거나 한 번 발생하는 간단한 일정에는 사용자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 승인 요구를
원한다면 고급 일정을 선택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Create Schedule(일정 생성)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단계 2

Basic(기본)에서 Name(이름)과 Description(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단계 3

일정 Recurring(반복), One Time(1회) 또는 Advanced(고급)를 선택합니다.
Advanced(고급)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 승인을 활성화할지 아니면 비활성화할지 선택합니다.

단계 4

Schedules(일정)를 클릭합니다.

단계 5

일정을 추가하려면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a) Recurring(반복) 일정의 경우 시작 날짜, 빈도, 시간 및 기타 속성을 선택합니다.
b) One Time(1회) 일정의 경우 시작 날짜, 시간 및 기타 속성을 선택합니다.
c) Advanced(고급) 일정의 경우 일정 이름을 입력하고 1회 또는 반복 일정 중 무엇을 사용할지 선택
한 후 기타 속성에 대한 값을 선택합니다.

단계 6

Create(생성)를 클릭합니다.

서버 유지 보수 정책
등록된 도메인의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 프로파일을 변경할 때는 서버를 재부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 보수 정책은 Cisco UCS Central이 재부팅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유지 보수 정책을 생성하고 재부팅 요건을 지정하여 서비스 프로파일 변경을 수행할 때 서버가 자동
으로 재부팅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정책에 대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 On Save(저장 시): 서비스 프로파일을 변경할 때 Cisco UCS Central이 변경 사항을 즉시 적용합
니다.
• User Acknowledgment(사용자 승인): 관리자가 승인하고 나면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 Schedule(일정): 일정에서 지정한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유지 보수 정책을 생성할 때 일정을 지정하면 해당 일정에서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유지 보수 기간에
변경 사항이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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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지보수 정책은 연결된 서비스 프로파일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변경이 있을 때 즉각적인 서버 재
부팅을 방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정책이 당장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연결된 서비스 프로파일을 시스템에서 삭제
• 서버 프로파일을 서버에서 연결 해제
• 서비스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직접 설치
• 서버 재설정

유지 보수 정책 생성 또는 편집
서버 유지 보수 정책 생성 및 서비스 프로파일과의 연결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려면 비디오: 글로벌
유지 보수 정책 생성 및 서비스 프로파일과 정책 연결을 참고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유지 보수 정책 생성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단계 2

Maintenance Policy Create(유지 보수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Server(서버)를 선택합니다.
섀시 유지 보수 정책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 Central 스토리지 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십
시오.

단계 3

정책을 생성하려는 Organization(조직)을 선택하고 Name(이름) 및 선택적 Description(설명)을 입력
합니다.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단계 4

서버 유지 보수 정책의 경우 다음을 완료합니다.
a) 재부팅이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할 시기를 선택합니다.
• User Acknowledgement(사용자 승인) - 사용자가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을 승인하고 재부
팅을 확인해야 합니다.
• Schedule(일정) - 선택한 일정에 따라 Cisco UCS Central에서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을 적용
합니다. 값 목록에 새 일정을 추가하려면 일정 생성 또는 편집, 22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On Save(저장 시) - Cisco UCS Central에서 저장 시에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을 즉시 적용하
며 재부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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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isco UCS Central이 다음 재부팅 시 변경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Apply Changes On(다음 경우
에 변경 사항 적용) 필드의 선택 사항을 무시하려면 Apply on Next Reboot(다음 재부팅 시 적용)를
활성화합니다.
단계 5

정책의 영향을 보려면 Evaluate(평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6

Create(생성)를 클릭합니다.

키링
Cisco UCS Central에서 더 강력한 인증을 위해 키 링을 서드파티 인증서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HTTPS
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두 디바이스 간 보안 통신을 설정합니다.
각 PKI 디바이스는 비대칭 RSA(Rivest-Shamir-Adleman) 암호화 키의 쌍을 보유합니다. 개인 키와 공
개 키로 구성된 이 쌍은 내부 키 링에 저장됩니다. 나머지 키를 사용하여 다른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
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자는 수신자의 공개 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
며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 키로 그 메시지를 해독합니다. 발신자는 알려진 메시지를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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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이 입증됩니다. 암호화 키는 길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048~4096비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길수록 더 안전합니다. Cisco UCS Central은 기본 키 링에 초기 2048비트 키 쌍을 제공하며 추가
키 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본 키 링을 다시 생성한 후 Cisco UCS Central에 로그인하는 데 몇 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이름이 변경되거나 인증서가 만료되는 경우 기본 키 링 인증서를 수동으로 다시 생성합니
다.

참고

키 링 및 인증서 요청을 생성하면, Cisco UCS Central에서 필요한 키 사용 세트로 인증서 요청을 생
성합니다. CA 서버에서 서명한 인증서에 대한 키 사용은 SSL 클라이언트 인증 및 SSL 서버 인증
을 포함해야 합니다. Microsoft Windows Enterprise Certification Authority Server를 내부 CA로 사용
하려면 Computer(컴퓨터) 템플릿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인증서에는 키 사용 세트가
둘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템플릿이 설정에 없을 경우 SSL 클라이언트 인증 및 SSL 서버 인증
키 사용 세트가 모두 있는 적절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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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링 생성
절차
단계 1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System Profile(시스템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단계 2

Certificates(인증서)를 클릭합니다.

단계 3

키 링을 추가하려면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4

기본 탭에서 모듈러스를 기본값으로 두거나 필요하면 변경합니다.

단계 5

신뢰 지점을 입력합니다.

단계 6

생성된 키 링의 인증서 체인을 붙여넣습니다.

단계 7

Certificate Request(인증서 요청)를 클릭합니다.

단계 8

필드에 조직의 유효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계 9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신뢰 지점 생성
Cisco UCS Central에서 신뢰 지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신뢰 지점에는 루트 Ca(인증 기관) 및 하위
CA의 인증서가 번들 형식으로 포함됩니다.

참고

루트 CA에는 기본 및 자체 서명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System Profile(시스템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단계 2

Trusted Points(신뢰 지점)를 클릭합니다.

단계 3

신뢰 지점을 추가하려면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4

생성된 키 링의 인증서 체인을 붙여넣습니다.

단계 5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결함 및 로그 모니터링
Cisco UCS Central에서 결함 로그, 감사 로그, 세션 및 기타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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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고 있는 화면이나 위젯이 최신 상태가 아닌 경우, 최신 데이터를 보려면 Refresh(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결함
Cisco UCS Central은 모든 Cisco UCS Central 시스템 결함을 수집하여 Fault Logs(결함 로그)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결함 로그를 보려면 System Alerts(시스템 알림) 아이콘을 클릭하고 System
Faults(시스템 결함)를 선택합니다. Faults Logs(결함 로그) 페이지에는 결함의 유형 및 심각도 수준
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시스템 결함을 모니터링 및 승인하며 표시되는 결함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결함 테이블에는 각 결함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Code(코드) - 결함과 연결된 ID
• Timestamp(타임스탬프) - 결함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 Type(유형) - 결함의 출처
• Cause(원인) - 결함의 원인
• Affected Object(영향받는 개체) - 이 결함의 영향을 받는 구성 요소
• Fault Details(결함 세부사항) - 결함의 세부사항
• Severity(심각도) - 결함의 심각도
• Action(작업) - 결함으로 인해 필요한 작업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려면 UCS Central 시스템 정책 구성, 10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도메인 오류
Cisco UCS Central에서는 등록된 Cisco UCS domains의 결함을 수집하여 Domain Faults(도메인 결함)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또한 인벤토리 결함도 표시합니다. Cisco UCS Central에서는 도메인 결함을 다
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시합니다.
• Fault Level(결함 레벨) - 프로파일을 실행하는 결함 레벨:
◦ Critical(심각) -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즉시 조
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Major(중요) -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즉시 조사
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Minor(경미) -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에 시스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심각 또는 중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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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경고) -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에 계속 그대로 둘 경우 시스템 성능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심각 또는 중요 단계에 이르
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Cleared(사라짐) - 결함을 발생시킨 상황이 해결되었으며 결함이 사라졌습니다.
◦ Info(정보) - 알림 또는 정보 메시지입니다.
◦ Condition(상황) -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 메시지입니다.
• Filter(필터) - 테이블의 데이터를 필터링합니다.
• Code(코드) - 결함과 연결된 고유 식별자입니다.
• Timestamp(타임스탬프) - 결함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입니다.
• Type(유형) - 결함 출처에 대한 정보입니다.
• Cause(원인) - 결함의 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 Affected Object(영향받는 개체) - 이 문제가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의 이름과 위치 및 문제가 확
인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 Fault Details(결함 세부사항) - 로그 메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 Severity(심각도) - 결함 심각도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 키는 테이블 아래에
표시됩니다.
• Action(작업) - 사용자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이벤트 로그
Cisco UCS Central은 사용자 로그인 또는 시스템 오류 발생 등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수집하고
표시합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에서 이벤트를 기록하고 이를 Event Logs(이벤트 로
그)에 표시합니다. 이러한 이벤트 로그를 보려면 시스템 알림 아이콘을 클릭하고 Events(이벤트)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로그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합니다.
• ID - 결함을 일으킨 이벤트와 연결된 고유한 식별자
• Timestamp(타임스탬프) -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 Trig. By(트리거한 사람) - 이벤트와 연결된 사용자의 유형
• Affected Object(영향받는 개체) - 이벤트의 영향을 받는 구성 요소
• Event Details(이벤트 세부사항) - 이벤트의 세부사항

감사 로그
Audit Logs(감사 로그)에서 Cisco UCS Central의 컨피그레이션 변경에 대한 종합적인 목록을 볼 수 있
습니다. Cisco UCS Central GUI 또는 Cisco UCS Central CLI에서 생성, 편집 또는 삭제 작업에 관한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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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그레이션 변경을 수행하면 Cisco UCS Central에서 감사 로그를 생성합니다. 컨피그레이션 관련 정
보 외에도 감사 로그에는 다음에 대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 액세스한 리소스
•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 로그 메시지와 연결된 고유 식별자
• 감사 로그 생성 작업을 트리거한 사용자. Cisco UCS Central GUI 또는 Cisco UCS Central CLI을
사용하여 수정 작업을 수행한 내부 세션 또는 외부 사용자일 수 있습니다.
• 작업을 트리거한 소스
• 영향을 받는 구성 요소

코어 덤프
시스템 충돌을 일으키는 오류가 발생하면 코어 덤프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코어 덤프 파일은 오류
발생 전의 시스템 상태 및 시스템이 충돌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코어 덤프 파일을 보려
면 시스템 알림 아이콘을 클릭하고 Core Dumps(코어 덤프)를 선택합니다. Core Dumps(코어 덤프)
로그 테이블에서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Timestamp(타임스탬프) - 생성 날짜
• Name(이름) - 코어 덤프 파일의 전체 이름
• Description(설명) - 코어 덤프 파일의 유형

활성 세션
Cisco UCS Central에서 원격 및 로컬 사용자에 대한 활성화된 세션을 보고 서버에서 해당 세션을 종료
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세션을 보려면 시스템 알림 아이콘을 클릭하고 Active Sessions(활
성화된 세션)을 선택합니다. 로그 테이블에서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ID - 사용자가 로그인한 터미널의 유형
• Timestamp(타임스탬프) - 사용자가 로그인한 날짜와 시간
• User(사용자) - 사용자 이름
• Type(유형) - 사용자가 로그인한 터미널의 유형
• Host(호스트) - 사용자가 로그인한 IP 주소
• Status(상태) - 세션이 현재 활성 상태인지 여부
• Actions(작업) - 선택한 세션을 종료하려면 Terminate(종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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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서비스
내부 서비스 로그는 다양한 사업자 및 사업자와 연결된 Cisco UCS Central의 버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내부 서비스를 보려면 시스템 알림 아이콘을 클릭하고 Internal Services(내부 서비스)를 선택
합니다.
Services(서비스) 섹션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Name(이름) - 사업자 유형
• Last Poll(최종 폴링) - Cisco UCS Central에서 사업자를 마지막으로 폴링한 날짜와 시간
• IP Address(IP 주소) - 사업자와 연결된 IP 주소
• Version(버전) - 사업자에 연결된 Cisco UCS Central의 버전
• Status(상태) - 사업자의 운영 상태
Lost Domains(손실된 도메인) 섹션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Domain(도메인) - 도메인 이름
• Last Poll(최종 폴링) - Cisco UCS Central에서 사업자를 마지막으로 폴링한 날짜와 시간
• Lost Visibility(손실된 가시성) - Cisco UCS Central에서 사업자에 대한 가시성을 손실한 시간

Tomcat 기록 활성화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CLI에 액세스합니다.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UCSC # scope monitoring

모니터링 모드를 시작합니다.

단계 2

UCSC /monitoring # scope sysdebug

sysdebug 모드를 시작합니다.

단계 3

UCSC /monitoring/sysdebug # scope mgmt-logging 관리 기록 모드를 시작합니다.

단계 4

UCSC /monitoring/sysdebug/mgmt-logging # set
module tomcat_config [crit | debug0 | debug1 |
debug2 | debug3 | debug4 | info | major | minor |
warn]

기록 레벨을 설정합니다.

단계 5

UCSC /monitoring/sysdebug/mgmt-logging #
commit-buffer

변경 사항을 커밋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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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tomcat 기록을 debug4 레벨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UCSC
UCSC
UCSC
UCSC
UCSC

# scope monitoring
/monitoring # scope sysdebug
/monitoring/sysdebug # scope mgmt-logging
/monitoring/sysdebug/mgmt-logging # set module tomcat_config debug4
/monitoring/sysdebug/mgmt-logging # commit-buffer

API 통신 보고서
Cisco UCS Central을 사용하면 Cisco UCS Central GUI에서 GUI 및 백엔드 간의 활성화된 API 통신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드파티 자동화에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통신 내용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통신 중에 언제든지 이 보고서 수집을 시작하고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세션 기록을 정지하고 나면 GUI에서 텍스트 파일로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나중
에 사용하려는 경우 로컬 데스크톱에 파일을 저장하십시오.
• 기록이 진행 중인 동안 로그아웃하거나 세션이 만료되면 텍스트 파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API 통신 보고서 생성
절차
단계 1

메뉴 모음에서,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Start Logging Session(세션 기록 시작)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Cisco UCS Central GUI 및 백엔드 간의 활성화된 API 통신 기록을 시작합니다.

단계 2

메뉴 모음에서,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Stop Logging Session(세션 기록 정지)을 선택합니다.
API 보고서 텍스트 파일이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기술 지원 파일
문제 해결이 필요하거나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할 경우, Cisco UCS Central 또는 영향을 받는 Cisco UCS 도메인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
다. Cisco UCS Central에서는 이 정보를 Cisco TAC에 전송할 수 있는 기술 지원 파일로 출력합니다.
모든 Cisco UCS Central 또는 Cisco UCS 도메인의 다음 구성 요소에 대해 기술 지원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도메인 - 전체 Cisco UCS 도메인에 대한 기술 지원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FEX - 지정된 FEX에 대한 기술 지원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도메인 관리 서비스 -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제외하고 Cisco UCS Central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기
술 지원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랙 서버 - 지정된 랙 서버 및 어댑터에 대한 기술 지원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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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시 - 지정된 섀시에 한정하여 블레이드 서버의 I/O 모듈 또는 CIMC에 대한 기술 지원 데이터
를 포함합니다.
• 서버 메모리 - 지정된 랙 마운트 서버 및 블레이드 서버에 대한 서버 메모리 기술 지원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Cisco TAC에 연락하기 전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1 기술 지원 파일 생성, 31 페이지
2 기술 지원 파일 다운로드, 32 페이지

기술 지원 파일 생성
Cisco UCS Central 또는Cisco UCS 도메인의 지원되는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System Tools(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한 후 Tech Support(기술 지원)를 선택합니다.

단계 2

Domains(도메인)에서 UCS Central 또는 기술 지원 파일을 생성하려는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단계 3

Generate Tech Support(기술 지원 생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4

UCS Central을 선택했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시스템 데이터를 보고서에 포함할지 선택합니다.
b) 파일을 생성하려면 Yes(예)를 클릭합니다.
수집이 진행되는 동안 목록 페이지에는 기술 지원 파일의 수집 상태가 표시됩니다. 프로세스가 완
료되면 수집에 걸린 시간과 파일 이름, 가용성 상태가 표시됩니다.

단계 5

도메인을 선택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기술 지원을 생성할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b) CLI 명령을 제외할지 선택합니다.
c) Generate File(파일 생성)을 클릭합니다.
수집이 진행되는 동안 목록 페이지에는 기술 지원 파일의 수집 상태가 표시됩니다. 프로세스가 완
료되면 수집에 걸린 시간과 파일 이름, 가용성 상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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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파일 다운로드
절차
단계 1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한 후 Tech Support(기술 지원)을 선택합니다.

단계 2

Domains(도메인)에서 UCS Central 또는 기술 지원 파일을 보려는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우측 창에 선택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 파일 목록이 표시됩니다.

단계 3

다운로드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단계 4

Download(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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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라이브러리
• 이미지 라이브러리, 33 페이지
• Cisco.com에서 펌웨어 다운로드 , 34 페이지
• Cisco.Com 어카운트 설정, 35 페이지
• Cisco에서 인프라 펌웨어 이미지 다운로드, 35 페이지
• 펌웨어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 삭제, 36 페이지
• 기능 카탈로그, 37 페이지
• 정기 펌웨어 이미지 동기화 예약, 38 페이지
• 펌웨어 번들 가져오기, 39 페이지
• 호스트 펌웨어 패키지 정책 생성 또는 편집, 40 페이지

이미지 라이브러리
Cisco UCS Central의 이미지 라이브러리에는 Cisco.com에서 Cisco UCS Central 로컬 및 원격 파일 시
스템에 다운로드한 모든 펌웨어 이미지 목록이 표시됩니다. 시스템 툴 아이콘을 통해 이미지 라이브
러리에 액세스합니다.
• Packages(패키지) - 모든 펌웨어 패키지를 표시합니다.
• Downloads(다운로드) - 다운로드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정책을 생성할 때 펌웨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선택하고 Delete(삭제)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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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삭제하려는 펌웨어 이미지가 예약된 정책에서 참조되는 경우에는 삭제 작업에
서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 정책은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정기 펌웨어 이미지 동기화를 예약합니다.
• Cisco.com의 이미지와 펌웨어 이미지를 동기화합니다.
• 펌웨어 번들을 가져옵니다.

Cisco.com에서 펌웨어 다운로드
지정된 간격으로 Cisco 웹 사이트와 통신하면서 펌웨어 이미지 목록을 가져오도록 Cisco UCS Central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다운로드를 위해 Cisco 크리덴셜을 구성한 후 새로 고치면, Cisco UCS
Central이 Cisco.com에서 사용 가능한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펌웨어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펌웨어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펌웨어 이미지 버전을 사용하여 정책을 생성하거나 Store Locally(로컬에 저장)
옵션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때 실제 펌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isco.com에서 펌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사용자 자격 증명으로 cisco.com 어카운트를 설정합니다.
2 GUI를 통해 EULA 및 K9를 수락합니다.
3 동기화 빈도를 설정합니다(온디맨드, 매일, 매주, 2주마다).
4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참고

이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며 완료하는 데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다운로드 시간은 이
미지 수에 따라 다릅니다.
5 메타데이터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중요

Cisco.com에서 Cisco UCS Central으로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Cisco.com 어카운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참고

Cisco.com 어카운트에서 사용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미지 라이브러리의 전체 동기화를 초래합니
다. 동기화 중에는 다운로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은 라이브러리의 크기에 따라 최
대 1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Cisco UCS Central 관리 가이드, 릴리스 1.5
34

이미지 라이브러리
Cisco.Com 어카운트 설정

Cisco.Com 어카운트 설정
펌웨어 관리 및 하드웨어 호환성 목록의 크리덴셜 모두 cisco.com 어카운트를 통해 관리합니다.

절차
단계 1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Cisco.com 어카운트를 선택합니다.

단계 2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단계 3

시스템에서 HTTP를 통해 Cisco.com에 액세스하려면 HTTP 프록시로 Cisco.com 액세스 필드에서 활
성화됨을 선택합니다. 해당 필드에 HTTP 연결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Cisco UCS Central이 네트워크를 통해 Cisco.com에 액세스할 수 있어
야 합니다. 프록시 서버 컨피그레이션을 적절히 활성화하고 적용합니다.

단계 4

사용하려는 시스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펌웨어 이미지 다운로드 -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및 펌웨어 이미지 다운로드를 Cisco.com에서
다운로드하려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 하드웨어 호환성 카탈로그 - 로컬 목록을 Cisco.com과 동기화하고 사용 중인 하드웨어가 호환되
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단계 5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Cisco에서 인프라 펌웨어 이미지 다운로드
절차
단계 1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Image Library(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단계 2

사용 가능한 패키지를 보려면 Packages(패키지)를 클릭합니다.

단계 3

패키지를 하나 또는 여러 개 선택하고 선택한 이미지 가져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4

Downloads(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테이블에서 다운로드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 5

전송 상태 열에서 상태 대화 상자를 보려면 Launch(실행)을 클릭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다운로드 상태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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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 삭제
다음은 라이브러리에서 펌웨어 이미지를 삭제하는 옵션입니다.
• Deleting the firmware image(펌웨어 이미지 삭제) - 이미지를 선택하고 Delete(삭제)를 클릭하면
펌웨어 라이브러리에 다운로드 가능한 모든 이미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Purging the firmware image metadata(펌웨어 이미지 메타데이터 제거) - Purge(제거) 옵션을 사
용하여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펌웨어 이미지를 삭제한 후
에도, 메타데이터는 계속 존재합니다. 이미지를 삭제한 후에도 메타데이터 정보를 사용하여 언
제든지 Cisco.com에서 실제 펌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이미지 및 연결된
메타데이터를 펌웨어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면, 라이브러리에서 실제 펌웨어
이미지를 삭제하고 메타데이터를 제거해야 합니다.

중요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펌웨어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이미 다운로드한
경우, 이미지를 삭제하지 않고는 메타데이터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 메타데이터 삭제
CLI를 통해서만 메타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절차
명령 또는 동작

목적

단계 1

UCSC# connect operation-mgr

운영 관리자 모드를 시작합니다.

단계 2

UCSC(ops-mgr)# scope firmware

펌웨어 관리 모드를 시작합니다.

단계 3

UCSC(ops-mgr) /firmware# scope
download-source cisco

Cisco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 메
타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단계 4

UCSC(ops-mgr)
/firmware/download-source# purge list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펌웨어 이미지 메타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음 예는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UCSC# connect operation-mgr
UCSC(ops-mgr)# scope firmware
UCSC(ops-mgr) /firmware # scope download-source cisco
UCSC(ops-mgr) /firmware/download-source # purg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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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카탈로그
기능 카탈로그는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 문자열 및 규칙의 집합입니다. Cisco UCS는 카탈로그를 사
용하여 서버의 신규 적격 DIMM 및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구성 요소의 표시 및 구성 속성을 업데이
트합니다.
카탈로그는 섀시, CPU, 로컬 디스크 및 I/O 모듈과 같은 하드웨어 구성 요소로 나뉩니다.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해당 구성 요소의 가용 사업자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성 요소당 1개의 사업자
가 있습니다. 각 사업자는 벤더, 모델(PID) 및 수정 버전으로 식별합니다. 각 사업자에 대해 장비 제조
업체 및 폼 팩터의 세부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카탈로그 릴리스에 따른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Series 서버에 대한 서비스
노트의 구성 요소 지원 테이블을 참고하십시오. 특정 릴리스에 소개된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Cisco UCS릴리스 노트를 참고하십시오.

기능 카탈로그의 내용
기능 카탈로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현별 조정 가능 매개 변수
• 전력 및 열 제약 조건
• 슬롯 범위 및 번호 지정
• 어댑터 용량
하드웨어별 규칙
• BIOS CIMC, RAID 컨트롤러 및 어댑터와 같은 구성 요소에 대한 펌웨어 호환성
• Diagnostics(진단)
• 하드웨어별 재부팅
사용자 디스플레이 문자열
• CPN, PID/VID 등의 부품 번호
• 구성 요소 설명
• 물리적 레이아웃/크기
• OEM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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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카탈로그 업데이트
Cisco UCS Infrastructure Software Bundle에는 기능 카탈로그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코
TAC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을 경우, Cisco UCS Infrastructure Software Bundle을 다운로드, 업데이트 및
활성화한 후에 기능 카탈로그 업데이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능 카탈로그 업데이트를 활성화하면 Cisco UCS에서 즉시 새로운 베이스라인 카탈로그로 업데이
트합니다. 추가 작업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능 카탈로그 업데이트 시 Cisco UCS domain에서
구성 요소를 재부팅하거나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Cisco UCS Infrastructure Software Bundle은 베이스라인 카탈로그를 포함합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Cisco에서 Cisco UCS 릴리스 사이에 기능 카탈로그 업데이트를 릴리스하고, 이를 펌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참고

기능 카탈로그 버전은 사용 중인 Cisco UCS의 버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Cisco UCS 3.x
릴리스는 모든 3.x 기능 카탈로그 릴리스에서 작동하지만 2.x 릴리스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정Cisco UCS 릴리스에서 지원하는 기능 카탈로그 릴리스에 대한 정보는 URL http://
www.cisco.com/go/unifiedcomputing/b-series-doc에 있는 Cisco UCS B-Series Servers Documentation
Roadmap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Release Notes for Cisco UCS Software를 참고하십시오.

정기 펌웨어 이미지 동기화 예약
시작하기 전에
Cisco.com에서 업데이트된 펌웨어 번들에 액세스하려면 유효한 Cisco.com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가 있어야 합니다. Cisco.Com 어카운트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절차
단계 1

System Tools(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Image Library(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단계 2

Image Library(이미지 라이브러리) 페이지에서 Tools(툴)를 클릭하고 Schedule Periodic Firmware
Image Syncs(정기 펌웨어 이미지 동기화 예약)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Periodic Firmware Image Sync(정기 펌웨어 이미지 동기화)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단계 3

www.cisco.com으로부터의 인프라 펌웨어 다운로드 빈도를 선택합니다.
• On Demand(온디맨드) - 사용자가 Schedule(일정)을 클릭하면 펌웨어 이미지 라이브러리 목록
을 다운로드합니다.
• Daily(매일) - 매일 한 번씩 펌웨어 이미지 라이브러리 목록을 다운로드합니다.
• Weekly(매주) - 매주 한 번씩 펌웨어 이미지 라이브러리 목록을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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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weekly(2주마다) - 2주마다 펌웨어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합니다.
단계 4

Cisco End User License Agreement(Cisco 엔드 유저 라이선스 계약)를 클릭하고 단계를 진행하여
EULA에 동의합니다.

단계 5

K9 TM을 클릭하고 단계를 진행하여 계약에 동의합니다.

단계 6

Schedule(예약)을 클릭합니다.
참고
UCS Central을 설치하거나 UCS Central v1.4를 v1.5로 업그레이드한 후, 그리고 초기 펌웨어
이미지 동기화를 수행한 후 Cisco.com에서 이미지 카탈로그를 다운로드하는 데 15분이 걸립
니다.

펌웨어 번들 가져오기
시작하기 전에
Cisco.com에서 펌웨어 번들을 다운로드하여 지원되는 원격 파일 시스템 또는 로컬 데스크톱에 저장
했는지 확인합니다. Cisco.Com 어카운트 설정

절차
단계 1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Image Library(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단계 2

Image Library(이미지 라이브러리) 페이지에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Import Firmware Bundle(펌웨
어 번들 가져오기)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Firmware Bundle Import(펌웨어 번들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단계 3

펌웨어 번들이 포함된 BIN 파일이 로컬 시스템에 있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FW Bundle Location(FW 번들 위치)에서 Local(로컬)을 클릭합니다.
b) File Name(파일 이름) 필드에서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여 로컬 브라우저를 엽니다.
c) 파일 위치에서 BIN 파일을 선택하고 Open(열기)을 클릭합니다.
d) Firmware Bundle Import(펌웨어 번들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Import(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단계 4

펌웨어 번들이 원격 파일 시스템에 있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참고
원격 파일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a) FW Bundle Location(FW 번들 위치)에서 Remote(원격)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되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 표시됩니다.
b) 전송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c) 파일을 가져오려는 위치에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필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에 Import(가
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원격 서버의 BIN 파일 ucs-k9-bundle-infra.2.2.3a.A.bin을 사용하려는 경우
절대 경로 /home/cisco-ucs-central/firmware/ucs-k9-bundle-infra.2.2.3a.A.bin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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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작업
펌웨어 번들을 적절한 정책에 추가하고 업그레이드를 수행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Cisco UCS Central에서 펌웨어 번들을 삭제합니다.

참고

펌웨어 번들을 삭제하기 전에 연결된 모든 정책에서 제거합니다.

호스트 펌웨어 패키지 정책 생성 또는 편집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 표시줄에서 Create Host Firmware Package Policy(호스트 펌웨어 패키지 정책 생성)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단계 2

Host Firmware Package Policy(호스트 펌웨어 패키지 정책) 대화 상자에서 Basic(기본)을 클릭하고
정책을 생성할 Organization(조직)을 선택합니다.

단계 3

Name(이름)과 Description(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정책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단계 4

환경에 필요한 대로 펌웨어의 Blade Version(블레이드 버전) 및 Rack Version(랙 버전)을 선택합니다.

단계 5

Components(구성 요소) 탭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펌웨어 업데이트에서 제외할 구성 요소를 선
택합니다.
포함된 구성 요소와 제외된 구성 요소가 표시됩니다.

단계 6

모든 구성 요소를 제외하려면 Excluded Components(제외된 구성 요소)를 클릭합니다.

단계 7

제외된 구성 요소를 제거하려면 해당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단계 8

Create(생성)를 클릭합니다.
참고
정책의 영향을 파악하려면 Evaluate(평가)를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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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41 페이지
• 펌웨어 정책을 글로벌로 설정, 42 페이지
• 유지 보수 그룹, 42 페이지
•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예약, 45 페이지
• 예약된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 편집, 46 페이지
•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정책 승인, 46 페이지
• 펌웨어 관리, 47 페이지
•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방지, 48 페이지
•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및 재해 복구, 50 페이지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이전에는 사용자가 도메인 그룹마다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를 예약했습니다.Cisco UCS Central에서
는 이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지 보수 그룹 및 태그를 사용하여 특정 도메인 또는 도메인
그룹에 할당된 도메인에 대한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를 예약합니다.
제품군에 따라 하나의 도메인, 여러 도메인 또는 도메인 그룹에 속한 도메인에 대한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Cisco UCS Mini 시스템에 대해 인프라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블레이드 서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서부 해안
의 모든 유지 보수 그룹은 업데이트하면서 동부 해안에 대해서는 업데이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음은 필요한 초기 단계에 대한 개요입니다.

절차
단계 1

Cisco UCS Central에 UCS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 Central 시작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Cisco UCS Central 관리 가이드, 릴리스 1.5
41

펌웨어 관리
펌웨어 정책을 글로벌로 설정

단계 2

등록 과정에서 인프라 및 카탈로그 펌웨어 정책을 구독하고 이를 글로벌 정책으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 Central 시작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3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적절한 인프라 펌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에서 인프라 펌웨어 이미지 다운로드를 참고하십시오.
참고
전체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후에야 업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
다.

단계 4

유지 보수 그룹 태그에 대한 값을 생성합니다. 유지 보수 그룹에 포함할 개별 도메인 또는 도메인 그
룹의 모든 도메인에 태그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지 보수 그룹을 생성하고 유지 보수 그룹에 태그 없는 도메인 포함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5

유지 보수 그룹 태그에 대한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를 예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예약을 참고하십시오.

단계 6

사용자 승인을 활성화한 경우, 보류 중 활동 섹션에서 해당 업데이트를 승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정책 승인을 참고하십시오.

펌웨어 정책을 글로벌로 설정
인프라 및 카탈로그 펌웨어 정책은 매우 와해적인 정책이므로 기본적으로 로컬에서 설정됩니다. 도
메인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를 예약하기 전에 수정하여 글로벌로 설정합니다. 펌웨어 정책을 로컬
로 설정하면 정책을 실행할 때 도메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등록 중에, 또는 등록 후 Cisco UCS Central 내에서 정책을 글로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서는 등록 후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절차
단계 1

테이블 찾아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Domains(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단계 2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단계 3

도메인 페이지에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Edit Policy Resolution Control(정책 확인 제어 편집)을 선
택합니다.

단계 4

인프라 및 카탈로그 펌웨어 슬롯에서 Global(글로벌)을 클릭합니다.

단계 5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유지 보수 그룹
유지 보수 그룹은 동시에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는 선택한 도메인의 집합 또는 도메인 그룹에 할당
된 모든 도메인을 포함합니다. 펌웨어는 즉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일정에 따라 업그레이드할 수

Cisco UCS Central 관리 가이드, 릴리스 1.5
42

펌웨어 관리
펌웨어 업데이트용 카탈로그 버전

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를 승인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유지 보수 그룹 태그 또는 값을 사용하면 도메인 컬렉션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 작업
기능, 하드웨어 또는 기타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도메인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그룹의 모든 도메인에 유지 보수 태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도메인에는 동시에 하나의 유지 보수 그룹 태그만 할당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용 카탈로그 버전
도메인 인프라 업데이트 예약 작업당 하나의 카탈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카탈로그 버전은 제
품군 하나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할 때의 모범 사례는 제품군이 동일한 도메
인만 포함된 유지 보수 그룹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지 보수 그룹에 포함된, Cisco UCS
domains가 해당 제품군에 대해 정의된 기능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됩니다. 이 유지 보수 그룹
에 다른 제품군을 포함하면 해당 카탈로그 버전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유지 보수 그룹을 생성하고 유지 보수 그룹에 태그 없는 도메인 포함
처음에 Cisco UCS Central로 업그레이드할 때 Actions(작업) 표시줄에서 유지 보수 그룹을 생성하고
도메인 또는 도메인 그룹에 할당된 모든 도메인에 태그를 지정합니다.

참고

이미 유지 보수 그룹 태그로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도메인 그룹 또는 도메인에만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Actions(작업) 테이블에서 Create Maintenance Group Tag(유지 보수 그룹 태그 생성)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단계 2

Maintenance Group Tag Name(유지 보수 그룹 태그 이름)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단계 3

도메인에 태그를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도메인 그룹을 기준으로
유지 보수 그룹 태그가 선택한 도메인 그룹 내에 있는 모든 도메인에 적용됩니다. 하위 도메인
그룹을 포함하겠다고 선택하면 하위 도메인 그룹의 모든 도메인에도 유지 보수 그룹 태그가 적
용됩니다.
• 수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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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이 유지 보수 그룹에 포함할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도메인은 도메인 그룹에 속하거나
그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계 4

선택한 항목에 맞는 단계를 수행합니다.
선택 사항
도메인 그룹을 기준으로

수행할 내용
1 드롭다운 목록에서 도메인 그룹을 선택합니다.
2 하위 도메인 그룹의 모든 도메인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3 Create(생성)를 클릭합니다.

수동으로

1 Add(추가)를 클릭하고 유지 보수 그룹에 포함할 도메인을 선택합니
다.
2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Select(선택)를 클릭합니다.
3 Create(생성)를 클릭합니다.

유지 보수 그룹 태그에 대한 값 생성
여러 유지 보수 그룹 태그를 생성하려면 Tag type(태그 유형) 페이지에서 작성합니다.

절차
단계 1

Browse Tables(테이블 찾아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Tag Management(태그 관리)를 선택합니다.

단계 2

Tag Types(태그 유형)를 클릭합니다.

단계 3

Maintenance Group(유지 보수 그룹)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단계 4

Edit(수정)을 클릭합니다.

단계 5

Maintenance Group(유지 보수 그룹) 대화 상자에서 Values(값)을 클릭합니다.

단계 6

Add(추가)를 클릭하고 유지 보수 그룹의 이름을 추가합니다.

단계 7

이전 단계를 반복하여 유지 보수 그룹에 필요한 모든 값을 추가합니다.

단계 8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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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그룹에 포함할 도메인 또는 도메인 그룹에 태그 지정
하나의 유지 보수 그룹 태그만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Cisco UCS Central은 도메인 하나
에 여러 유지 보수 그룹 태그를 적용하도록 지원하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 1

Browse Tables(테이블 찾아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Domains(도메인)를 선택합니다.

단계 2

도메인을 선택하거나 도메인 그룹을 기반으로 필터링하여 도메인 그룹에 할당된 모든 도메인을 선
택합니다.
참고
개별 도메인의 경우 도메인이 도메인 그룹에 있는지 아니면 그룹화되어 있지 않은지는 상관
이 없습니다. 이는 도메인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 3

Tag(태그)를 클릭합니다.

단계 4

Add Tag(태그 추가) 대화 상자의 Type(유형) 필드에서 Maintenance Group(유지 보수 그룹)을 선택합
니다.

단계 5

Value(값) 필드에서 값을 선택합니다.

단계 6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단계 7

이 유지 보수 그룹에 포함하려는 모든 도메인에 대해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모든 도메인을 유지 보수 그룹의 목록에 포함하려면 머리글에서 도메인 옵션을 선택하고 Tag(태그)
를 클릭합니다.

단계 8

유지 보수 그룹에 여러 도메인 그룹을 포함하려면 해당 도메인 그룹이 상위 도메인 그룹의 하위 도메
인이어야 합니다. 도메인 그룹 및 하위 도메인 그룹을 기반으로 필터링한 후 해당 검색 결과에서 모
든 도메인에 태그를 지정합니다.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예약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페이지에서는 새 예약 작업을 생성하거나 이후 날짜에 대해 이미 생성된 작
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Firmware Management(펌웨어 관리)를 선택합니다.

단계 2

Firmware Management(펌웨어 관리) 페이지에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Schedule Infrastructure Firmware
Update(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예약)을 선택합니다.

단계 3

Infrastructure Firmware Update(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대화 상자의 Maintenance Group(유지 보수
그룹) 드롭다운 메뉴에서 태그를 선택합니다.

단계 4

업데이트에 사용할 UCS 패브릭 인터커넥트 제품군 및 적절한 펌웨어 버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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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모든 하드웨어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기 다른 펌웨어 버전으로 여러
하드웨어 유형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5

(선택 사항) 제품군에 대해 Catalog version(카탈로그 버전) 드롭다운 목록에서 카탈로그 버전을 선
택합니다.

단계 6

펌웨어 업데이트를 즉시 수행하려면 Immediately(즉시)를 Trigger firmware update(펌웨어 업데이트
트리거) 필드에서 클릭합니다

단계 7

펌웨어 업데이트를 예약하려는 경우 Schedule Infrastructure Firmware update(인프라 펌웨어 업데
이트 예약) 필드에서 업데이트의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단계 8

User acknowledgement required to install(설치 시 사용자 승인 필요) 필드에서 업데이트에 사용자 승
인이 필요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Enabled(활성화됨) - (기본값) 도메인이 업데이트되기 전에 사용자가 수동으로 업데이트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참고
유지 보수 그룹에 도메인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승인은 도메인별로 이루어집
니다.
• Disabled(비활성화됨) - 펌웨어 업데이트가 예약된 대로 실행됩니다.

단계 9

Schedule(예약)을 클릭합니다.
Firmware Management(펌웨어 관리) 페이지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약
된 펌웨어 업데이트는 작업 목록에 표시됩니다.

데스크톱 펌웨어 관리 위젯은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해 예약된 모든 작업을 표시합니다.

예약된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 편집
절차
단계 1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Firmware Management(펌웨어 관리)를 선택합니다.

단계 2

작업 목록에서 특정 작업을 선택한 다음 Edit(수정)을 클릭합니다.

단계 3

변경한 후에 Schedule(예약)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미 트리거 상태이거나 최신 트리거 상태인 작업은 편집할 수 없습니
다.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정책 승인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 승인이 필요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Cisco UCS
Central에서는 이 승인이 수행될 때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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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영향을 받는 도메인 테이블에서 펌웨어 상태 열이 시작 보류 중으로 변경되면 Alerts(알림) 아이콘을
클릭하고 Pending Activities(보류 중인 활동)를 선택합니다.

단계 2

도메인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하려면 Acknowledge(승인)을 클릭합니다.

단계 3

펌웨어 상태 열이 Pending User Acknowledgment(사용자 승인 보류 중)로 변경되면 Cisco UCS Central
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재부팅하기 위해 사용자 승인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여 재부팅을 승인합니다.

펌웨어 관리
Cisco UCS Central에서는 등록된 모든 Cisco UCS domains에 대한 모든 펌웨어 구성 요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펌웨어 업데이트의 상태는 펌웨어 관리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펌웨어 상태 관리자는 제품군, 펌웨어 버전 및 카탈로그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래픽 Impacted Domains(영향 받는 도메인) 테이블에는 업데이트의 영향을 받는 도메인이 표시됩
니다. 도메인에 대한 영향에는 두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Not subscribed(가입되지 않음) - 도메인이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정책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
니다. 작업이 트리거된 후에는 이 상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Impacted(영향을 받음) - 글로벌 도메인이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참고

로컬 도메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도메인의 상태가 Firmware Status of Impacted Domains(영향 받는 도메인의 펌웨어 상
태) 테이블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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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준비) - 업데이트가 준비되었습니다.
Scheduled(예약됨) -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가 예약은 되어 있지만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
다.
In Progress(진행 중) -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Failed(장애가 발생함) -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Pending Acknowledgement(승인 보류 중) - Pending Activities(보류 중 활동) 페이지에서 사용자
승인을 요구합니다. 이 상태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 Cisco UCS Central에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첫 번째 사용자 승인을 수행해야 합
니다.
• 두 번째 사용자 승인을 수행해야 Cisco UCS Central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터를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Central 작업 목록에는 예약된 모든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각 작업에 대해
상태가 표시됩니다.
Waiting(대기 중) - 작업이 이후에 수행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대기 중' 작업은 태그당 하나
만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기 중' 상태의 작업을 편집할 수는 있지만 새 작업을 생성할 수는 없습
니다. '대기 중' 작업을 삭제하고 새 작업을 생성해야 합니다.

Failed(장애가 발생함) -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Latest triggered(최신 트리거됨) - Cisco UCS Central에서 작업을 수행하면 상태가 ‘대기 중’에서
‘최신 트리거됨’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가장 최근에 트리거된 작업입니다. '최신 트리거됨' 작업
은 태그당 하나씩만 있을 수 있습니다.
Triggered(트리거됨) - 예약 시간이 되어 트리거된 작업입니다. 같은 태그를 사용하여 새 작업
을 생성하면 최근 작업이 최근 수행된 작업을 교체합니다. 이전 작업의 상태는 트리거됨으로
변경됩니다.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방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 취소
• 유지 보수 그룹에서 도메인 제거 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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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보수 태그에 대한 값 삭제

유지 보수 그룹에서 도메인 제거 또는 제외
여러 도메인에 영향을 미치는 유지 보수 그룹에서 도메인을 제거하려면,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
에 해당 도메인에 할당된 유지 보수 태그를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책이 도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가 시작된 후 도메인의 태그를 삭제하면 해당 도메
인이 업데이트됩니다.

절차
단계 1

테이블 찾아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Domains(도메인)를 선택합니다.

단계 2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지정된 태그가 IP 주소 밑에 표시됩니다.

단계 3

해당 태그를 삭제하고 유지 보수 그룹에서 제거하려면 유지 보수 태그 이름 라벨에서 X를 클릭합니
다.
경고가 표시됩니다.

단계 4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 취소
이 취소를 수행하면 포함된 모든 도메인에 대한 작업이 취소됩니다.

절차
단계 1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Firmware Management(펌웨어 관리)를 선택합니다.

단계 2

작업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합니다.

단계 3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유지 보수 그룹에 대한 값 삭제
중요

유지 보수 그룹에 대한 값 또는 태그를 삭제하기 전에 이와 연결된 작업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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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가 시작되기 전에 유지 보수 태그를 삭제하면 사용자에게 알린 후 업그레이드 프로
세스가 삭제됩니다.
• 업그레이드가 시작된 후에 유지 보수 태그를 삭제하면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됩니다.
• 작업이 나중으로 예약된 상태에서 유지 보수 태그를 삭제한 후에 다시 생성하면 도메인에서 작
업이 실행됩니다.
• 유지 보수 태그를 삭제할 때 작업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작업은 기록용으로 저장되므로 예약되
었던 작업과 영향을 받은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Browse Tables(테이블 찾아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Tag Management(태그 관리)를 선택합니다.

단계 2

Tag Types(태그 유형)를 클릭합니다.

단계 3

Maintenance Group(유지 보수 그룹)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단계 4

Edit(수정)을 클릭합니다.

단계 5

Maintenance Group(유지 보수 그룹) 대화 상자에서 Values(값)를 클릭합니다.

단계 6

태그를 선택하고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및 재해 복구
Cisco UCS Central은 두 가지 종류의 백업을 수행합니다.
Cisco UCS 도메인에 대한 백업 - 전체 Cisco UCS Manager 도메인의 스냅샷을 포함하는 2진 파
일을 생성합니다. 예약된 인프라 펌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은 UCS 도메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메인을 복원해도 예약된 인프라 펌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isco UCS Central에 대한 백업 - 전체 Cisco UCS Central 시스템의 스냅샷을 포함하는 2진 파일
을 생성합니다. 이 백업에서 생성된 파일을 사용하여 재해 복구 시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습니
다. 이 백업에서 복원하는 경우 작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

Cisco UCS Central 릴리스 1.5에 대한 업그레이드의 영향으로 인해, 모든 도메인 그룹 업데이트는
업그레이드 전에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승인 대기 중인 업데이트 작업이 없는지 확인
합니다. 모든 작업은 업그레이드 중에 삭제되며 릴리스 1.5에서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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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영향

과거로 예약된 작업이 있던 Cisco UCS Central 백 영향 없음: 업데이트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백
업을 복원합니다.
업 파일은 유지 보수 태그 및 등록된 도메인 정보
를 포함합니다. 이전 작업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떤 항목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 날짜에
대해 예약된 작업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미래로 예약된 작업이 있던 Cisco UCS Central 백 영향 없음: 작업이 예약한 대로 실행됩니다.
업을 복원합니다.
Cisco UCS Central 시스템은 인프라 펌웨어 업데 영향: Cisco UCS Central 시스템을 복구하고 나면
이트를 실행하는 동안 충돌합니다.
작업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작업을 다시 예약해
야 합니다.
컨피그레이션 백업을 복원합니다.

영향 없음: 컨피그레이션 백업은 작업 정보를 포
함하지 않지만 유지 보수 태그 정보는 포함합니
다. 교체 옵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 백업에
서 복원하는 경우 복원되는 시스템에는 작업 정
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합 옵션을 사용하여
복원하는 경우 미래 날짜에 예약된 작업이 있었
다면 백업에서 태그가 지정된 모든 도메인이 미
래에 수행될 작업에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영향
받는 도메인 목록에 표시됩니다.

현재 시스템과 전체 상태 백업을 병합합니다.

일부 영향을 받음: 현재 예약되어 있는 작업이 재
지정되지는 않지만 작업 설명은 복원되지 않으므
로 작업을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Cisco UCS Manager 도메인은 가시성이 손실되며 영향: 도메인 가시성이 회복된 후 업데이트가 다
업데이트 전 또는 도중에 등록이 취소됩니다.
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는 수동으로(온
디맨드) 시작해야 합니다.
전체 상태 백업을 생성합니다. 도메인 태그를 해 영향: 백업에서 도메인에 태그가 지정되었으므로
제합니다. 백업에서 복원합니다.
해당 백업을 복원해도 도메인에는 태그가 계속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나중으로 예약된 경
우에는 도메인이 포함됩니다. 도메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면 도메인 태그를 다시 해제합니다.
작업이 실행 중일 때 편집하려고 합니다.

영향 없음: 작업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류 승인 요청을 승인하기 전
에 도메인에서 유지 보수 태그를 제거하거나 첫
번째 작업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HA 장애 조치가 수행됩니다.

영향 없음: 예약된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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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Cisco UCS Central의 이전 릴리스에서 업그레이
드합니다.

영향: 이전 버전에서는 도메인 그룹별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수행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유
지 보수 그룹별로 업데이트가 수행됩니다. 업그
레이드 중에는 도메인 그룹 또는 예약된 작업 정
보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유지 보수
그룹을 생성하고 도메인에 포함용 태그를 지정해
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인프라 펌웨어 업데이트 작
업을 다시 생성하고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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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및 복원, 53 페이지
•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61 페이지

백업 및 복원
Cisco UCS Central에서는 Cisco UCS Central 및 등록된 UCS 도메인을 백업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및 복원 정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Cisco UCS Central이나 선택한 도메인의 온디맨드 백업
을 즉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Backup & Restore(백업 및 복원) 페이지에서 Cisco UCS Central 및 등록된 Cisco UCS 도메인에 대한
전체 상태 백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도메인의 경우 전체 상태 백업 정책을 로컬로 생성
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된 백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Central 또는 등록된 UCS 도메인
을 백업하려면, 이 둘에 대한 백업 상태를 활성화합니다. 백업 프로세스는 어떠한 서버 또는 네트워
크 트래픽도 중단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메인이 작동 및 실행되는 동안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백업 작업은 관리 플레인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Cisco UCS Central은 원격으로 구성된 정책이 백업에 Cisco UCS Central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도록 제
한합니다. 이 리포지토리는 Cisco UCS Manager이 내부적으로 마운트한 것입니다.
정규 백업을 예약할 경우 백업 리포지토리가 데이터 누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백업 아카이브를 관
리하기 위해 저장되는 최대 백업 버전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사양을 사용하여 각 Cisco UCS
도메인에 대해 유지할 백업 수를 나타냅니다.

참고

최대 수는 원격 위치에 저장할 수 있는 백업 이미지 파일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isco UCS Central GUI에서 각 Cisco UCS 도메인에 대한 백업 목록을 볼 수 있으며, 저장되거나 저장
되지 않은 백업 디렉토리 및 컨피그레이션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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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 백업 및 가져오기 작업을 생성하고 실행하려면 관리자 역할을 포함하는 사용자 계정이 있어
야 합니다.
• 백업을 삭제하려면 먼저 백업을 수행한 Cisco UCS 도메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백업 이미지 파일
다음 위치에 데이터베이스 또는 컨피그레이션 백업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로컬 파일 시스템: 로컬 파일 시스템에 저장
• 원격 위치: TFTP, FTP, SCP 또는 SFTP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원격 위치에 저장

중요

글로벌 백업 정책에 이미지 파일을 원격 위치에 저장하는 옵션을 지정하려면
Cisco UCS Manager 릴리스 2.2(2x) 이상이 Cisco UCS Centra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백업을 예약할 때 각 시스템에 저장할 최대 백업 파일 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복원
Cisco UCS Central에 대한 전체 상태 백업은 설정 중에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 Central 설치 및 업그레이드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Cisco UCS Manager의 경우, 초기 컨피그레이션 중에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콘솔에서 전체 상태 컨피
그레이션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백업 작업 시 고려 사항 및 권장 사항
백업 작업을 생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백업 위치
백업 위치란 네트워크 상에서 Cisco UCS Central이 백업 파일을 내보낼 대상 또는 폴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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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al에서 서버에 있는 기
존 파일을 덮어씁니다. 기존 백업 파일의 덮어쓰기를 방지하려면 백업 작업에서 파일 이름을
변경하거나 기존 파일을 다른 위치에 복사합니다.

Cisco UCS Central 관리 가이드, 릴리스 1.5
54

백업 관리
백업 유형

다양한 백업 유형
2가지 이상의 백업 유형을 실행하고 동일한 위치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백업 작업을 재실행하
기 전에 백업 유형을 변경합니다. 손쉽게 식별할 수 있고 기존 백업 파일을 덮어쓰는 것을 방지
하려면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백업
백업 작업을 미리 생성하고 백업을 실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관리 상태를 비활성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Cisco UCS Central은 백업 작업의 관리 상태를 활성 상태로 설정할 때까지 백업 작업
을 실행하거나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저장 또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증분 백업
증분 백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전체 상태 백업의 암호화
전체 상태 백업은 암호화되므로 비밀번호 및 기타 중요 정보를 일반 텍스트로 내보내지 않습니
다.
Cisco UCS Manager에서 백업
글로벌 VLAN 및 VSAN이 포함된 포트 컨피그레이션은 Cisco UCS Manager에서 전체 컨피그레
이션 백업을 수행할 때 복원되지 않습니다. 해당 포트는 Cisco UCS Central에서 재구성합니다.

백업 유형
Cisco UCS Central에서 다음 유형의 백업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Full-state(전체 상태) - 전체 상태 백업은 설치 중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상태 백업은 전
체 시스템의 스냅샷을 포함하는 이진 파일입니다. 이 백업에서 생성된 파일을 사용하여 재해 복
구 시 시스템을 복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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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컨피그레이션 - 모든 컨피그레이션 백업은 모든 시스템 및 논리적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포
함하는 XML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설치 중 시스템 복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리적 컨피그레이션 - 논리적 컨피그레이션 백업은 모든 논리적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포함하
는 XML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프로파일, VLAN, VSAN, 풀, 정책, 사용자, 로캘, LDAP,
NTP, DNS 인증 및 관리 설정이 포함됩니다. 이 백업에서 생성된 파일을 사용하여 해당 컨피그
레이션 설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설치 중 전체 상태 시스템 복원에 사용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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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백업은 통계 컨피그레이션 및 일정 관리기 정보를
포함하는 XML 파일입니다. 이 백업에서 생성된 파일을 사용하여 해당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가
져올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설치 중 전체 상태 시스템 복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Cisco UCS Central에 대한 전체 상태 백업 예약
백업 예약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동영상: UCS Central에 대한 예약된 백업 생성을 참고하십시
오.

시작하기 전에
원격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위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격 위치에서 백업 파일을 저장하려면
다음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절대 원격 경로. 예를 들어 전송 프로토콜이 SCP이면 scp://user@<ip>/x/y/z와 같습니다.
• 원격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 원격 서버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Schedule Central Backup(Central 백업 예약)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단계 2

(선택 사항) Central Backup(Central 백업) 대화 상자의 Description(설명) 필드에 이 백업 정책에 대
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단계 3

Schedule(예약) 드롭다운에서 이 백업에 대한 일정을 선택합니다.
• One Time Schedules(일회성 예약) - 백업이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만 수행됩니다.
• Recurring Schedules9(반복 예약) - 백업이 예약된 빈도로 수행됩니다.
참고

이 전체 상태 백업을 사전 정의된 예약과 연결해야 합니다. 예약을 생성하려면 일정 생성 또
는 편집, 22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단계 4

Maximum No of Backup Files(최대 백업 파일 수) 필드에서 시스템에 보관할 백업 파일의 수를 지정
합니다.
최대 백업 파일 수에 도달하고 나면 최신 백업 파일이 가장 오래된 백업 파일을 덮어씁니다.

단계 5

(선택 사항) 백업 파일을 원격 위치에 저장하려면 Remote Copy(원격 복사본) 필드에서 Enabled(활
성화됨)을 클릭합니다.
다음 필드를 완료하여 원격 위치 관련 정보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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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이름

설명

전송 프로토콜

전송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 FTP
• SFTP
• TFTP
• SCP

절대 원격 경로

절대 원격 경로.

원격 서버 호스트 이름/IP 주소

원격 서버의 IP 주소.

User Name(사용자 이름)

원격 서버의 사용자 이름.

Password(비밀번호)

원격 서버의 비밀번호.

Cisco UCS 도메인에 대한 전체 상태 백업 예약
도메인 그룹 레벨에서만 등록된 Cisco UCS 도메인에 대해 전체 상태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백업 예약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동영상: UCS 도메인에 대한 예약된 백업 생성을 참고하십시
오.

시작하기 전에
원격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위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격 위치에서 백업 파일을 저장하려면
다음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절대 원격 경로. 예를 들어 전송 프로토콜이 SCP이면 scp://user@<ip>/x/y/z와 같습니다.
• 원격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 원격 서버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절차
단계 1

작업 표시줄에서 Schedule Domain Backup(도메인 백업 예약)을 입력합니다.

단계 2

전체 상태 백업을 예약할 Domain Group(도메인 그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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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택을 수행하면 Schedule(예약) 및 No of Backup Files(백업 파일 수) 옵션이 표시됩니다.
단계 3

Schedule(예약) 드롭다운에서 이 백업에 대한 일정을 선택합니다.

단계 4

Maximum No of Backup Files(최대 백업 파일 수) 필드에서 시스템에 보관할 백업 파일의 수를 지정
합니다.

단계 5

(선택 사항) 백업 파일을 원격 위치에 저장하려면 Remote Copy(원격 복사본) 필드에서 Enabled(활
성화됨)을 클릭합니다.
다음 필드를 완료하여 원격 위치 관련 정보를 추가합니다.
필드 이름

설명

전송 프로토콜

전송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FTP
• SFTP
• TFTP
• SCP

절대 원격 경로

절대 원격 경로.

원격 서버 호스트 이름/IP 주소

원격 서버의 IP 주소.

User Name(사용자 이름)

원격 서버의 사용자 이름.

Password(비밀번호)

원격 서버의 비밀번호.

온디맨드 전체 상태 백업 생성
언제든지 Cisco UCS Central에 대해 전체 상태 백업을 생성할 수 있으며 로컬 및 원격 위치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Cisco UCS 도메인의 경우에는 원격 위치에만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백업 생성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동영상: UCS Central용 온디맨드 백업 생성 또는 동
영상: UCS 도메인용 온디맨드 백업 생성을 참고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원격 위치에서 온디맨드 백업 파일을 저장하려면 다음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절대 원격 경로. 예를 들어 전송 프로토콜이 SCP이면
scp://user@ipaddress/x/y/backup_filename.tgz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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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 원격 서버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절차
단계 1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Backup & Restore(백업 및 복원)을 선택합니다.

단계 2

UCS Central and Domains(UCS Central 및 도메인) 목록에서 UCS Central을 클릭하거나 도메인 그룹
을 선택합니다.

단계 3

백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4

Backup(백업) 대화 상자에서 Remote Copy(원격 복사본) 활성화 여부를 선택합니다.
Disabled(비활성화됨)을 선택하는 경우 로컬 백업 복사본이 만들어지며 6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 5

Transfer Protocol(전송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필요한 원격 위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계 6

Create(생성)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Central에서 지정한 원격 위치에 전체 상태 백업 파일을 생성하여 저장합니다. Cisco UCS
도메인의 백업 상태를 보려면 도메인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참고

Cisco UCS Central 또는 Cisco UCS Manager 온디맨드 전체 상태 백업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nd point timed out. Check for IP, password, space or access related issues.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컨피그레이션을 다시 제출합니다. 다시 제출이 성공하면 Cisco UCS Central
에서 백업 리포지토리에 백업 파일을 생성합니다.

Cisco UCS 도메인에 대한 전체 상태 백업 제거
아래에 설명된 절차 외에, 다음 시나리오에서 전체 상태 백업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루트 도메인 그룹 정책을 제거하면 백업 및 내보내기 정책이 비활성화됩니다.
• 하위 도메인 그룹 정책을 제거하면 백업 및 내보내기 정책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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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메뉴 모음에서 System Tools(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한 후 Backup & Restore(백업 및 복원)를 선택
합니다.

단계 2

Backup and Restore(백업 및 복원) 페이지에서 Tools(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Remove Domain Backup
Schedule(도메인 백업 일정 제거)을 선택합니다.

단계 3

Domain Backup Schedule(도메인 백업 일정) 대화 상자에서 백업을 제거할 Domain Group(도메인 그
룹)을 선택합니다.

단계 4

선택하면 표시되는 필드 정보를 확인하여 제거할 백업 일정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5

Remove(제거)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Central에 대한 전체 상태 백업 제거
아래에서 설명하는 절차 외에, 다음 시나리오에서 Cisco UCS Central에 대한 전체 상태 백업을 비활성
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Central 정책을 제거하면 백업/내보내기 정책이 비활성화됩니다.

절차
단계 1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Backup & Restore(백업 및 복원)를 선택합니다.

단계 2

Backup and Restore*백업 및 복원) 페이지에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Remove Central Backup
Schedule(Central 백업 일정 제거)을 선택합니다.

단계 3

Central Backup Schedule(Central 백업 일정) 대화 상자에서 표시되는 필드의 정보를 통해 이 백업 일
정이 제거하려는 백업 일정임을 확인합니다.

단계 4

Remove(제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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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Central에서 백업 파일 보기
절차
단계 1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Backup & Restore(백업 및 복원)를 선택합니다.

단계 2

UCS Central and Domains(UCS Central 및 도메인) 목록에서 UCS Central 또는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단계 3

오른쪽 창에서 백업 파일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각 백업 파일에 대해 상태, 일정, 최대 파일 수 및 원
격 복사본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Export & Import(내보내기 및 가져오기)에서 Cisco UCS Central 및 등록된 Cisco UCS 도메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백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정책을 예약할 수도 있고, Cisco
UCS Central 또는 선택한 도메인의 온디맨드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를 즉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UCS 도메인의 경우 온디맨드 백업은 원격으로 저장됩니다. 백업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로컬이
나 원격으로 백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백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Central 또는 등록된 Cisco UCS
도메인을 백업하려는 경우에는 둘 다에 대해 백업 상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백업 프로세스는 모든
서버 또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중단하거나 이러한 트래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메인이 작동 및
실행되는 동안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백업 작업은 관리 플레인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Cisco UCS Central은 원격으로 구성된 정책이 백업에 Cisco UCS Central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도록 제
한합니다. 이 리포지토리는 Cisco UCS Manager이 내부적으로 마운트한 것입니다.
일반 백업을 예약하면 백업 리포지토리가 데이터 누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백업 아카이브를 관리
하기 위해 저장되는 최대 백업 버전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사양을 사용하여 각 Cisco UCS 도
메인에 대해 유지할 백업 수를 지정합니다.

참고

최대 수는 원격 위치에 저장할 수 있는 백업 이미지 파일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 Cisco UCS 도메인에 대한 백업 목록은 Cisco UCS Central GUI에서 확인(Cisco UCS Central에서 백
업 파일 보기, 61 페이지 참고)할 수 있으며, 저장되었거나 사용되지 않은 백업 디렉토리 및 컨피그
레이션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 백업 및 가져오기 작업을 생성하고 실행하려면 관리자 역할을 포함하는 사용자 계정이 있어
야 합니다.
• 백업은 Cisco UCS 도메인에서 등록을 취소해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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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이미지 파일
다음 위치에 데이터베이스 또는 컨피그레이션 백업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로컬: 로컬 파일 시스템
• 원격 위치: TFTP, FTP, SFTP 또는 SCP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는 원격 위치

중요

등록된 Cisco UCS 도메인에 Cisco UCS Manager, 릴리스 2.2(2x)가 있어야 원격 위
치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옵션을 사용하여 전역 백업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Cisco UCS 도메인에 Cisco UCS Manager 릴리스 2.2(2x)가 없으면 원격 백업
을 사용하는 전역 백업 정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백업을 예약할 때는 두 시스템 중 하나에 대해 저장할 백업 파일의 최대 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파일 가져오기
백업 리포지토리의 저장된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어떠한 관리되는 Cisco UCS 도메인이든 가져
오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백업 컨피그레이션에 액세스하려면 TFT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Cisco UCS Central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예약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사용에 대한 비디오를 보려면 비디오: UCS Central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생성을 참고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원격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위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격 위치에서 백업 파일을 저장하려면
다음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절대 원격 경로. 예를 들어 전송 프로토콜이 SCP이면 scp://user@<ip>/x/y/z와 같습니다.
• 원격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 원격 서버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절차
단계 1

메뉴 모음에서 System Tools(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Export & Import(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를 선택합니다.

단계 2

UCS Central and Domains(UCS Central 및 도메인) 목록에서 UCS Central을 클릭합니다.

단계 3

Tools(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Schedule Central Export(Central 내보내기 예약)를 선택합니다.
Schedule Central Configuration Export(Central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예약)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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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선택 사항) Description(설명) 필드에 이 백업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단계 5

Schedule(일정) 드롭다운을 클릭하여 이 백업에 대한 일정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컨피그레이션 백업을 사전 정의된 일정과 연결해야 합니
다.

단계 6

Maximum No of Backup Files(최대 백업 파일 수) 필드에서 시스템에 보관할 백업 파일의 수를 지정
합니다.

단계 7

(선택 사항) 백업 파일을 원격 위치에 저장하려면 Remote Copy(원격 복사) 필드에서 Enabled(활성
화됨)를 클릭하고 필요한 원격 위치 정보를 입력합니다.

Cisco UCS 도메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예약
도메인 그룹 레벨에서만 등록된 Cisco UCS 도메인에 대해 컨피그레이션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려면 비디오: UCS 온디맨드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생성을 참고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원격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위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격 위치에서 백업 파일을 저장하려면
다음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절대 원격 경로. 예를 들어 전송 프로토콜이 SCP이면 scp://user@<ip>/x/y/z와 같습니다.
• 원격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 원격 서버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절차
단계 1

System Tools(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Export and Import(내보내기 및 가져오기)를 선택합니
다.

단계 2

UCS Central and Domains(UCS Central 및 도메인) 목록에서 Tools(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Schedule
Domain Export(도메인 내보내기 예약)를 선택합니다.

단계 3

컨피그레이션 백업을 예약할 도메인 그룹을 선택합니다.

단계 4

이 백업에 대한 일정을 선택하려면 Schedule(예약) 드롭다운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 컨피그레이션 백업을 사전 정의된 일정과 연결해야 합니
다.

단계 5

Maximum No of Backup Files(최대 백업 파일 수) 필드에서 시스템에 보관할 백업 파일의 수를 지정
합니다.

단계 6

(선택 사항) 백업 파일을 원격 위치에 저장하려면 Remote Copy(원격 복사본) 필드에서 Enabled(활
성화됨)를 클릭합니다.
표시되는 필드에 원격 위치 및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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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7

Schedule(예약)을 클릭합니다.

UCS Central 컨피그레이션 백업 내보내기
시작하기 전에
원격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위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격 위치에서 백업 파일을 저장하려면
다음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절대 원격 경로. 예를 들어 전송 프로토콜이 SCP이면 scp://user@<ip>/x/y/z와 같습니다.
• 원격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 원격 서버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절차
단계 1

System Tools(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Export and Import(내보내기 및 가져오기)를 선택합니
다.

단계 2

UCS Central and Domains(UCS Central 및 도메인) 목록에서 UCS Central을 클릭합니다.

단계 3

내보낼 컨피그레이션 백업 파일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onfig Export(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5

백업 파일을 원격 위치에 저장하려면 Remote Copy(원격 복사본) 필드에서 Enabled(활성화됨)를 클
릭합니다.
Disabled(비활성화됨)를 선택하면 파일이 로컬에 저장됩니다.

단계 6

원격 위치의 경우 Transfer Protocol(전송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필드에 필요한 원격 위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계 7

Export(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도메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온디맨드 백업 내보내기
도메인 그룹 레벨에서만 등록된 Cisco UCS 도메인에 대해 컨피그레이션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온디맨드 백업은 원격 위치에서만 가능합니다. 로컬 Cisco UCS 도메인의 경우에는 온디맨드 백업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원격 위치에서 백업 파일을 저장하려면 다음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 절대 원격 경로. 예를 들어 전송 프로토콜이 SCP이면 scp://user@<ip>/x/y/z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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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 원격 서버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절차
단계 1

System Tools(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Export and Import(내보내기 및 가져오기)를 선택합니
다.

단계 2

UCS Central and Domains(UCS Central 및 도메인) 목록에서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단계 3

내보낼 도메인 백업 파일을 선택합니다.

단계 4

Config Export(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5

백업 파일을 원격 위치에 저장하려면 Remote Copy(원격 복사본) 필드에서 Enabled(활성화됨)를 클
릭합니다.
Disabled(비활성화됨)를 선택하면 파일이 로컬에 저장됩니다.

단계 6

Transfer Protocol(전송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필드에 필요한 원격 위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계 7

Export(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Central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다른 Cisco UCS Central의 컨피그레이션 또는 로컬이나 원격 위치로 내보낸 xml 파일을 가져올 수 있
습니다.

절차
단계 1

System Tools(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Export and Import(내보내기 및 가져오기)를 선택합니
다.

단계 2

UCS Central and Domains(UCS Central 및 도메인) 목록에서 UCS Central을 선택합니다.

단계 3

Config Import(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4

Behavior on Configuration Import(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동작)에서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교체

가져온 파일의 각 개체에 대해 현재 컨피그레이
션의 해당 개체를 교체합니다.

병합

가져온 파일의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기존 컨피그
레이션 정보와 병합합니다. 충돌할 경우 현재 컨
피그레이션의 정보가 가져온 컨피그레이션 파일
의 정보로 교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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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Config File Location(컨피그레이션 파일 위치)에서 Cisco UCS Central로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올 출처
위치를 선택합니다.
• UCS Central: Config File(컨피그레이션 파일) 드롭다운에서 컨피그레이션 백업을 선택합니다.
• Local(로컬): 로컬 파일 위치를 이동하여 파일을 선택합니다.
• Remote(원격): 원격 서버 관련 정보 및 파일 경로를 입력합니다.

단계 6

Import(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Central 가져오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nd point timed out. Check for IP, password, space or access related issues.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컨피그레이션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출하기에 성공하면 가져
오기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Cisco UCS 도메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참고

Cisco UCS 도메인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거나 가시성이 손실되었거나 연결이 끊어진 경우에는 컨
피그레이션 가져오기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백업 정책을 사용하여 config-all 백업 파일을 생성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단계 1

System Tools(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Export and Import(내보내기 및 가져오기)를 선택합니
다.

단계 2

UCS Central and Domains(UCS Central 및 도메인) 목록에서 백업을 가져올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단계 3

Config Import(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단계 4

Behavior on Configuration Import(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시의 동작)에서 요구 사항에 따라 Replace(교
체) 또는 Merge(병합)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교체

가져온 파일의 각 개체에 대해 현재 컨피그레이
션의 해당 개체를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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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병합

가져온 파일의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기존 컨피그
레이션 정보와 병합합니다. 충돌할 경우 현재 컨
피그레이션의 정보가 가져온 컨피그레이션 파일
의 정보로 교체됩니다.

단계 5

Import From(가져올 위치) 드롭다운에서 이 도메인으로 모든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올 도메인을 선택
합니다.

단계 6

Config File(컨피그레이션 파일) 드롭다운을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선택합니다.

단계 7

Import(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Central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일정 제거
절차
단계 1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Export and Import(내보내기 및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2

Config Export & Import(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페이지에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Remove
Central Export Schedule(Central 내보내기 일정 제거)를 선택합니다.

단계 3

일정에 있는 항목을 봅니다.
참고
Cisco UCS Central에 대해 하나의 일정만 있습니
다.

단계 4

Remove(제거)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도메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일정 제거
아래에서 설명하는 절차 외에, 다음 시나리오에서 Cisco UCS Central에 대한 전체 상태 백업을 비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 하위 도메인 그룹 정책을 제거하면 백업/내보내기 정책이 삭제됩니다.
• 중앙 또는 루트 도메인 그룹 정책을 제거하면 백업/내보내기 정책이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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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Export and Import(내보내기 및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2

Config Export & Import(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페이지에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Remove
Domain Export Schedule(도메인 내보내기 일정 제거)를 선택합니다.

단계 3

컨피그레이션 백업을 제거할 도메인 그룹을 선택합니다.

단계 4

제거할 일정을 선택합니다.

단계 5

Remove(제거)를 클릭합니다.

Cisco UCS Central에서 백업 파일 보기
절차
단계 1

시스템 툴 아이콘을 클릭하고 Backup & Restore(백업 및 복원)를 선택합니다.

단계 2

UCS Central and Domains(UCS Central 및 도메인) 목록에서 UCS Central 또는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단계 3

오른쪽 창에서 백업 파일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각 백업 파일에 대해 상태, 일정, 최대 파일 수 및 원
격 복사본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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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all Home
Smart Call Home은 Cisco UCS Central에서 사전 진단을 수행하여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도
움을 주는 자동화된 지원 기능입니다. Cisco UCS Central은 시스템에서 생성된 실시간 알림을 Call
Home 설정에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전송합니다. Cisco Smart Call Home 지원 페이지에서 탐지된 문
제에 대한 세부사항과 더불어 가능한 치료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mart Call Home 사용 설명서의 Smart Call Home 웹 애플리케이션을 참고하십시오.
Smart Call Home은 Smart Call Home 결함에 나열된 Cisco UCS Central결함에 대한 알림을 제공합니
다.
Cisco UCS Manager 결함에 대한 알림을 수신하려면 UCS Manager용 Call Home 구성을 참조하십시
오.
• Smart Call Home, 69 페이지
• Smart Call Home 구성, 70 페이지
• Smart Call Home 등록, 71 페이지
• Smart Call Home 결함, 71 페이지
• UCS Manager용 Call Home 구성, 72 페이지

Smart Call Home
Smart Call Home은 Cisco UCS Central에서 사전 진단을 수행하여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도
움을 주는 자동화된 지원 기능입니다. Cisco UCS Central은 시스템에서 생성된 실시간 알림을 Call
Home 설정에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전송합니다. Cisco Smart Call Home 지원 페이지에서 탐지된 문
제에 대한 세부사항과 더불어 가능한 치료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mart Call Home 사용 설명서의 Smart Call Home 웹 애플리케이션을 참고하십시오.
Smart Call Home은 Smart Call Home 결함에 나열된 Cisco UCS Central결함에 대한 알림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Manager 결함에 대한 알림을 수신하려면 UCS Manager용 Call Home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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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all Home 구성
시작하기 전에
Smart Call Home을 구성하려면 먼저 DNS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Smart Call Home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UCS Central Smart Call Home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단계 2

Basic(기본) 탭에서 Enabled(활성화됨)를 클릭합니다.

단계 3

기본 연락처에 대해 필요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Cisco UCS Central은 이 이메일 주소로 초기 등록 및 알림을 보냅니다.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Smart
Call Home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

단계 4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경우 Cisco TAC에
문의하십시오.

Advanced(고급)에서 Throttling(조절) 및 Send System Inventory Periodically(주기적으로 시스템 인
벤토리 보내기) 활성화 여부를 선택합니다.
Send System Inventory Periodically(주기적으로 시스템 인벤토리 보내기)를 활성화하는 경우 Call Home
데이터베이스에 시스템 인벤토리를 보낼 간격을 지정합니다. 또는 Basic(기본) 탭에서 Tools(툴) 아이
콘을 클릭하고 Send System Inventory Now(지금 시스템 인벤토리 보내기)를 선택하여 인벤토리를
즉시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

Smart Call Home을 처음 활성화할 때 Save(저장)를 클릭하면 시스템 인벤토리가 자동으로 전
송됩니다.

단계 5

선택적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계 6

전송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Cisco Smart Call Home 포털과 통신하려면 Transport Gateway(전송 게
이트웨이)에서 Enabled(활성화됨)를 클릭합니다.
전송 게이트웨이는 Cisco UCS Central과 Cisco.com의 Smart Call Home 서버 간 프록시로 작동합니다.
HTTP의 경우 전송 게이트웨이 URL을 입력합니다. HTTPS를 사용하려는 경우 전송 게이트웨이 인증
서도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자체 서명된 인증서만 지원됩니다. 전송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를 통한 전송 게이트웨이 통신을 참고하십시오.

단계 7

Profiles(프로파일)에서 Basic(기본)을 클릭하여 기본 CiscoTAC-1 프로파일을 확인합니다.
참고
CiscoTAC-1 프로파일은 Cisco UCS Central에서 지원되는 유일한 프로파일입니다. 이 프로파
일을 삭제할 수는 없지만 수신하는 메시지의 디버그 레벨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단계 8

Alerts(알림)에서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비활성화할 알림을 선택합니다.
비활성화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알림이 수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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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

Configuration Status(컨피그레이션 상태)에서는 Smart Call Home 컨피그레이션의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계 10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Smart Call Home 등록
Cisco UCS Central Smart Call Home을 처음 활성화하면, Cisco UCS Central에서 Cisco Smart Call Home
서버에 시스템 인벤토리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Smart Call Home
포털 링크가 포함된 자동화된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3개월(90일) 내에 등록을 확인하면 됩니
다.
계약 ID는 입력하지 않고 등록하면 4개월(120일)의 평가 기간이 활성화됩니다. 유효한 계약 ID를 입
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을 재활성화하려면 120일 평가 기간 전에 계약 ID를 입력하고 인벤
토리를 전송해야 합니다.

Smart Call Home 결함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결함으로 인해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Smart Call Home 알림을 발생시킵니다.
Cisco UCS Central 결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하는 Cisco UCS Central 결함 참조를 참고하십시오.
결함 이름

결함 코드

설명

fltSysdebugCoreCoreFile

F10000005

프로세스 중 하나의 응답이 정지되고 Cisco UCS Central에서 코어
파일을 생성하면 결함이 발생합니다.

fltExtpolProviderProviderLostConnectivity F10000190

Cisco UCS Central 레지스트리에서 사업자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결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프로세스의 응답이 정지되었거나
프로세스 사용량이 너무 많아 레지스트리에서 보내는 하트비트
메시지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fltExtpolControllerControllerLostConnectivity F10000191

Cisco UCS Central 레지스트리에서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없습니
다. 이 결함은 일반적으로 컨트롤러 프로세스의 응답이 정지되었
거나 프로세스 사용량이 너무 많아 레지스트리에서 보내는 하트
비트 메시지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fltExtpolClientClientLostConnectivity

Cisco UCS Central 레지스트리에서 등록된 UCS 도메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결함은 일반적으로 UCS 도메인이 네트워크에 액
세스할 수 없거나 UCS 도메인 DME 프로세스의 응답이 정지되었
거나 프로세스 사용량이 너무 많아 레지스트리에서 보내는 하트
비트 메시지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F1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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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이름

결함 코드

설명

fltIdentpoolElementDuplicatedAssigned

F10000208

두 개 이상의 서비스 프로파일이 동일한 I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결함은 Cisco UCS Central에서 ID 하나가 대개 로컬 풀에서 둘
이상의 서비스 프로파일에 할당되었음을 확인하면 발생합니다.

fltConfigDbConfigStats-DB-Error

F10000536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잘못 구성된 경우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운되었거나 디스크 공간이 부족한 경우 결함이 발생합니다.

fltPkiTPStatus

F10000591

TrustPoint 인증서 상태가 유효하지 않게 되면 결함이 발생합니다.

ltPkiKeyRingStatus

F10000592

키링 인증서 상태가 유효하지 않게 되면 결함이 발생합니다.

fltConfigBackupUngrouped-domain

F10000616

예약된 원격 백업이 실패했습니다. 이 결함은 일반적으로 관리자
가 잘못된 비밀번호, 호스트, 사용자 이름 또는 원격 머신 경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fltStorageItemCapacityExceeded

F10000034

파티션 디스크 사용량이 70% 이상, 90% 미만이면 결함이 발생합
니다.

fltStorageItemCapacityWarning

F10000035

파티션 디스크 사용량이 90%를 초과하면 결함이 발생합니다.

fltSmartlicenseEntitlementEnforcementModeFault F10000750

라이선스에 대한 엔타이틀먼트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UCS Manager용 Call Home 구성
도메인 그룹에 대한 Cisco UCS Manager 알림을 보려면Cisco UCS Central의 Call Home 기능을 사용합
니다.

절차
단계 1

Domain Group Navigation(도메인 그룹 탐색) 아이콘을 클릭하고 Call Home을 구성하려는 도메인 그
룹을 선택합니다.
등록된 모든 도메인에 대한 알림을 보려면 Root(루트)를 선택합니다.

단계 2

Settings(설정)를 클릭하여 Call Home을 실행합니다.

단계 3

Basic(기본)에서 Enabled(활성화됨)를 클릭하여 Call Home을 활성화합니다.

단계 4

필요한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계 5

Advanced(고급)에서 Throttling(조절) 및 Send System Inventory Periodically(주기적으로 시스템 인
벤토리 보내기) 활성화 여부를 선택합니다.
Send System Inventory Periodically(주기적으로 시스템 인벤토리 보내기)를 활성화하는 경우 Call Home
데이터베이스에 시스템 인벤토리를 보낼 간격을 지정합니다. 또는 Basic(기본) 탭에서 Tools(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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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을 클릭하고 Send System Inventory Now(지금 시스템 인벤토리 보내기)를 선택하여 인벤토리를
즉시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

단계 6

Call Home을 먼저 활성화하면 시스템 인벤토리가 자동으로 전송됩니
다.

Profiles(프로파일)에서 새 프로파일을 추가하거나 기존 프로파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a) Basic(기본) - 설명 및 최대 이메일 크기를 입력하고 디버그 레벨 및 이메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b) Alert Groups(알림 그룹) - 수신하려는 알림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c) Alert Recipients(알림 수신자) - 알림을 발송할 추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단계 7

Alerts(알림)에서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비활성화할 알림을 선택합니다.
비활성화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알림이 수신되지 않습니다.

단계 8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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