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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UCS 내에서 네트워크 제어 정책이 무엇이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HyperFlex 클러
스터의 운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합니다.

HyperFlex 및 네트워크 제어 정책

네트워크 제어 정책이란?NCP(Network Control Policy)는 다음 기능과 작업을 정의합니다.

Cisco CDP(Discovery Protocol):사용 또는 사용 안 함

MAC 등록 모드:네이티브 VLAN 또는 모든 호스트 VLAN만

업링크 장애 시 조치:링크 다운 또는 경고

MAC Security - Forge:허용 또는 거부

LLDP - 전송/수신:사용 안 함 또는 사용

HX 설치 프로그램은 LAN/정책/루트/하위 조직/<HX 클러스터 이름> / 네트워크 제어 정책 /

HyperFlex 인프라



HyperFlex-vm

위에 정의된 네트워크 제어 정책은 HyperFlex 설치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vNIC 템플릿에서 사용됩
니다.vNIC 템플릿은 사용자 지정 LAN/정책/루트/하위 조직/<HX 클러스터 이름> / vNIC 템플릿 /



다음 vNIC 템플릿은 NCP HyperFlex-infra를 사용합니다.

hv-mgmt-a●

hv-mgmt-b●

hv-vmotion-a●

hv-vmotion-b●

스토리지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 b●

다음 vNIC 템플릿은 NCP HyperFlex-vm을 사용합니다.

vm 네트워크-a●

vm-network-b●

NCP 정책 이름 HyperFlex-infra 및 업링크 장애 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기본적으로
업링크 실패 시 작업은 링크 다운으로 설정됩니다.즉, 해당 업링크(논리적 또는 물리적)가 다운되면
vNIC가 다운 상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Equipment / Rack-Mounts / Servers / Server #(장비/랙 마
운트/서버/서버) 아래의 서버 VIF 탭으로 이동하면 vNIC가 어떤 업링크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Fabric Interconnect A로 이동하는 vNIC는 Port-Channel 1에 고정됩니다. Fabric Interconnect B로
이동하는 vNIC는 Port-Channel 2에 고정됩니다. Port-Channel 1이 다운되면 Fabric A로 이동하는
vNIC가 다운되도록 지시됩니다.vCenter에 로그인하면 해당 VMNIC가 작동 중지된 것으로 표시됩
니다.

Fabric Interconnect B에 Port-Channel 2가 여전히 있으므로 HyperFlex 클러스터는 계속 작동 및 실
행됩니다.Fabric Interconnect B에서 Port-Channel 2가 손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대로 모든 vNIC가 Down Link State(다운 링크 상태)에 있고 해당 VMNIC도 Down(다운)됩니다.

모든 VMNIC가 다운되었으므로 ESXi 관리로의 연결이 끊기고 스토리지 컨트롤러 VM이 더 이상 서
로 통신할 수 없으므로 HyperFlex 클러스터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가상 포트 채널 vPC를 사용하면 HyperFlex를 위한 최고의 이중화가 제공됩니다.  현재 링크 다운
대신 경고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트래픽이 블랙홀링되어 HyperFlex의 네트워크 이중화에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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