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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시트

패키지 설명

Cisco MDS 9000 Family 다중 레이어 스위치에 무료로 포함되는 표준 Cisco� Fabric Manager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인 스위치 구성 및 문제 해

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MDS 9000 Family FMS(Fabric Manager Server) 패키지는 네트워크 트래픽 핫스팟 분석, 중앙 집중식 관리 서

비스 및 고급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해 이력 성능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표준 Cisco Fabric Manager를 확장합니다. 표준 Cisco Fabric

Manager의 모든 기능이 Cisco FMS 성능에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이력 성능 모니터링

Cisco FMS 패키지 이력 성능 모니터링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됩니다.

● 파이버 채널 통계 모니터링-ISL(Inter-Switch Links), 호스트 및 스토리지 장치 연결, 특정 파이버 채널 소스 및 상(흐름) 사이의 트래픽

에 한 성능 통계가 Cisco FMS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 성능 한도- Cisco FMS에 의해 모니터링되는 각 전송량 통계에 해 최 2개의 다른 이벤트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도 값은 사용자가

지정한 수준으로 설정되거나 성능 이력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기본값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보고 및 그래프-네트워크 핫스팟 분석을 위해 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 이력 성능 보고서 및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ISL, 호스트,

스토리지 연결 및 흐름에 한 상위 10개의 일일 요약 보고서가 패브릭 전체의 통계를 제공합니다.

● 인텔리전스 설정-모니터링할 정보를 신속하게 선택하고 흐름을 설정하고 성능-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요구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마법사

가 제공됩니다. 더 용이한 사용을 위해 호스트와 스토리지 장치에 통계 기능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력 통계 자료의 손실 없이 스위치의 물리

적 연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성능 데이터베이스-작은 크기의 통합 RRD(Round Robin Database)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의 불연속 샘플 수를 줄이기 위해 정보를 끌어 모

아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공간을 직접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 집중식 관리 서비스

Cisco FMS 패키지 중앙 관리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됩니다.

● 관리 서버-한 서버가 Cisco Fabric Manager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 16개의 원격 Cisco Fabric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이 관리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웹 기반 운 상황 보기-일상적인 운 에 필요한 이력 성능 통계, SAN(Storage-Area-Network) 인벤토리 및 패브릭 이벤트 정보를 웹 브

라우저 인터페이스에서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다중 패브릭 관리-각 관리 서버가 다중 파이버 채널 패브릭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다중 패브릭의 구성 파라미터와 토폴로지 맵에 신속하

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상태 및 이벤트 모니터링-Cisco MDS 9000 Family 장치 상태 및 이벤트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열려 있을 때에만

모니터링되는 것이 아니라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트랩 및 폴링(polling)을 사용하여 Cisco FMS에 의해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됩니다.

● 일반 검색-Cisco FMS에서는 HBA(Fibre Channel host bus adapter), 스토리지 장치 및 파이버 채널 스위치 검색이 중앙 위치에서 백그라운

드 프로세스로 실행되므로 Cisco Fabric Manager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프로필 로밍-사용자 기본 설정과 토폴로지 맵 레이아웃의 변경사항은 Cisco Fabric Manager 클라이언트가 열릴 때마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리를 위해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든 간에 일관된 인터페이스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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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S 프록시 서비스-FMS 프록시 서비스는 원격 연결에 사용되는 LAN이나 WAN으로부터 Cisco MDS 관리에 사용되는 개인 IP 네트워크를

격리해줍니다. 이 서비스는 TCP/IP를 통해 Cisco Fabric Manager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관리 트래픽을 전송하므로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고급 애플리케이션 통합

Cisco FMS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고급 애플리케이션 통합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Traffic Analyzer 통합-전달되는 파이버 채널 장치 명명 정보로 Cisco Traffic Analyzer를 실행하면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I/O 또는 파이버 채널 프레임 수준의 세부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스

이 패키지를 사용하려면 Cisco FMS에 의해 관리되는 각 Cisco MDS 9000 Family 스위치에 Cisco MDS 9000 Family SAN-OS 1.3(x) 이상

을 설치해야 합니다. 성능 한도 및 웹 기반 운 상황 보기를 위해서는 Cisco Fabric Manager Release 2.0(1)이 필요합니다. FMS 프록시 서비

스에는 Cisco Fabric Manager Release 2.1(1)이 필요합니다.

라이센스 정보

시스코 시스템즈�는 스위치에 있는 모든 포트에 해 스위치별로 이 패키지를 허가합니다.

주문 정보

표 1은 주문에 필요한 제품 식별 번호를 나타냅니다.

표 1. 주문 정보

부품 번호 설명

M9500FMS1K9 Cisco MDS 9500 Series Multilayer Director용 Cisco FMS 패키지

M9500FMS1K9= Cisco MDS 9500 Series Multilayer Director용 Cisco FMS 패키지, 예비

M9200FMS1K9 Cisco MDS 9200 Series Multilayer Fabric Switch용 Cisco FMS 패키지

M9200FMS1K9= Cisco MDS 9200 Series Multilayer Fabric Switch용 Cisco FMS 패키지, 예비

M9100FMS1K9 Cisco MDS 9100 Series Multilayer Fabric Switch용 Cisco FMS 패키지

M910FMS1K9= Cisco MDS 9100 Series Multilayer Fabric Switch용 Cisco FMS 패키지, 예비

추가 참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소의 Cisco Fabric Manager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ps4159/ps4358/products_data_sheet09186a00800c4656.html 

다음 주소의 SAN-OS 데이터 시트도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ps4159/ps4358/products_data_sheet09186a00801bcfd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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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 파트너 �ㄜ데이타크레프트 코리아 02-6256-7000 �ㄜ인네트 02-3451-5300 �ㄜ인성정보 02-3400-7000

�한국아이비엠ㄜ 02-3781-7800 �ㄜ콤텍 시스템 02-3289-0114 �쌍용정보통신ㄜ 02-2262-8114

�에스넷시스템ㄜ 02-3469-2400 �ㄜ링네트 02-6675-1216 �한국후지쯔ㄜ 02-3787-6000

�한국휴렛팩커드ㄜ 02-2199-0114 �ㄜLG 씨엔에스 02-6363-5000 �SK 씨앤씨ㄜ 02-2196-7114/8114

■ Silver 파트너 �포스데이타ㄜ 031-779-2114 

■ Local 디스트리뷰터 �ㄜ소프트뱅크 커머스 코리아 02-2187-0176 �ㄜ아이넷뱅크 02-3400-7490 �ㄜSK 네트웍스 02-3788-3673

■ IPT 전문 파트너 �인네트 02-3451-5300 �ㄜ데이타크레프트 코리아 02-6256-7000 �에스넷시스템ㄜ 02-3469-2900

�ㄜ인성정보 02-3400-7000 �ㄜ크리스넷 1566-3827 �ㄜLG 씨엔에스 02-6363-5000 

�ㄜ링네트 02-6675-1216

■ IPCC 전문 파트너 �한국아이비엠ㄜ 02-3781-7114 �한국휴렛팩커드ㄜ 02-2199-4272 �GS 네오텍 02-2630-5280

�ㄜ인성정보 02-3400-7000 �삼성네트웍스ㄜ 02-3415-6754

■ WLAN 전문 파트너 �ㄜ에어키 02-584-3717 �ㄜ해창시스템 031-389-0780

■ Security 전문 파트너 �나래시스템 02-2190-5533 �인포섹ㄜ 02-2104-5114 �코코넛 02-6007-0133

�UNNET Systems 02-565-7034

■ Optical 전문 파트너 �ㄜLG 씨엔에스 02-6363-5000 �에스넷시스템ㄜ 02-3469-2900 �미리넷ㄜ 02-2142-2800

■ CN 전문 파트너 �ㄜ메버릭시스템 02-845-4280

■ Storage 전문 파트너 �ㄜ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매크로임팩트 02-3446-3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