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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는 QoS(Quality of Service)를 구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
합니다.

System Classes(시스템 클래스) - 전체 시스템의 특정 트래픽 유형에 대한 대역폭 할당을 지정
합니다.

●

QoS Policies(QoS 정책) - 개별 vNIC 및 vHBA에 대한 시스템 클래스를 할당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Cisco UCS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리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UCS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



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이 섹션에는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기능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참고: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다음은 Cisco UCS와 함께 사용되는 일반적인 토폴로지입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예제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시스템 클래스

Cisco UCS는 DCE(Data Center Ethernet)를 사용하여 Cisco UCS 시스템 내부의 모든 트래픽을 처
리합니다.이더넷에 대한 이 업계 표준 개선 사항은 이더넷 파이프의 대역폭을 8개의 가상 레인으로
나눕니다.시스템 클래스는 이러한 가상 레인의 DCE 대역폭이 전체 Cisco UCS 시스템에 어떻게 할
당되는지 결정합니다.



각 시스템 클래스는 특정 트래픽 유형에 대해 대역폭의 특정 세그먼트를 예약합니다.이는 초과 가
입된 시스템에서도 트래픽 관리 수준을 제공합니다.예를 들어 FCoE 트래픽에 할당된 DCE 대역폭
의 비율을 결정하도록 Fibre Channel Priority 시스템 클래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시스템 클래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스템
클래스 설명

Platinum
Priority
Gold 우
선 순위
Silver 우
선 순위
Bronze
우선 순
위

이러한 시스템 클래스에 포함된 모든 서버의
QoS(Quality of Service)를 서버와 연결된 서비
스 프로파일의 QoS(Quality of Service) 정의에
설정합니다.이러한 각 시스템 클래스는 하나의
트래픽 레인을 관리합니다.이러한 시스템 클래
스의 모든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설정 및
정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 우
선 순위

기본 이더넷 트래픽용으로 예약된 레인의 서비
스 품질을 설정합니다.이 시스템 클래스의 일부
속성은 미리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
니다.예를 들어, 이 클래스에는 필요한 경우 데
이터 패킷을 삭제할 수 있는 삭제 정책이 있습니
다.

파이버
채널 우
선 순위

Fibre Channel over Ethernet 트래픽에 예약된
레인의 서비스 품질을 설정합니다.이 시스템 클
래스의 일부 속성은 미리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
정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이 클래스에는 데이
터 패킷을 삭제하지 않도록 하는 no-drop 정책
이 있습니다.

시스템 클래스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Cisco UCS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

1.



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2.
LAN > LAN Cloud를 확장합니다.3.
QoS 시스템 클래스 노드를 클릭합니다.4.
General(일반) 탭에서 시스템의 트래픽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성하려는 시스템 클래
스에 대한 각 Priority(우선순위) 옵션 옆에 있는 Enabled(활성화됨)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설명
된 대로 값을 구성합니다.COS 값의 범위는 0~7입니다. 여기서 0은 가장 낮은 값이고 6은 가장
높은 값입니다.COS 7은 내부 트래픽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COS 값 "any"는 최선의 노력
과 동일합니다.Packet Drop 확인란을 선택하면 해당 클래스에 대한 패킷이 삭제됩니다.가중
치 값의 범위는 1~10입니다. 대역폭 백분율은 모든 채널의 채널 가중치를 추가한 다음 비율을
계산할 채널 가중치를 모든 가중치의 합계로 나누어 결정됩니다.참고: 모든 시스템 클래스에
대해 일부 속성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변경 사항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6.

QoS 정책

QoS 정책은 vNIC 또는 vHBA의 발신 트래픽에 시스템 클래스를 할당합니다.vNIC 정책 또는 vHBA
정책에 QoS 정책을 포함하고 해당 정책을 서비스 프로필에 포함하여 vNIC 또는 vHBA를 구성해야
합니다.

QoS 정책을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 UCS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

1.

탐색 창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2.



   

LAN > Policies > Organization Name을 확장합니다.시스템이 다중 테넌시를 구현하지 않으면
모든 정책이 루트 조직에 속합니다.

3.

QoS 정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QoS Policy를 선택합니다.4.
Create QoS Policy(QoS 정책 생성) 대화 상자에서 Name(이름) 필드에 정책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5.

Priority 드롭다운 목록에서 vNIC를 통해 트래픽에 할당할 시스템 클래스를 선택합니다.6.
확인을 클릭합니다.7.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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