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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Cisco Nexus 1000V Series
Switches(N1kV), Cisco Nexus 5000 Series Switches(N5K) 및 Cisco Net에 설치된 VMware ESXi
호스트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Cisco 데이터 센터 디바이스 전체에서 점보 MTU(Maximum Transition
Unit)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앱 컨트롤러.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VMware ESXi●

Cisco UCS●

Cisco N5k●

Cisco iSCSI(Internet Small Computer Systems Interface)●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Nexus 5020 Series 스위치 버전 5.0(3)N2(2a)●

Cisco UCS 버전 2.1(1d)●

Cisco UCS B200 M3 블레이드 서버(Cisco VIC) 1240 포함)●

vSphere 5.0(ESXi 및 vCenter)●

Cisco N1kV 버전 4.2(1)SV2(2.1a)●

NetApp FAS 3240●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 또
는 패킷 캡처 설정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성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일반적인 iSCSI SAN(Storage Area Network) 구축에서는 이더넷 엔드 호스트 모드에서 Fabric
Interconnect가 있는 Cisco UCS와 업스트림 스위치 또는 스위치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스토리
지 대상을 사용합니다.



UCS에서 어플라이언스 포트를 사용하여 스토리지를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
다.



업스트림 네트워크가 1GbE이든 10GbE이든 관계없이 점보 프레임(예: 9000의 MTU 크기)을 사용
하면 지정된 양의 데이터를 위해 전송해야 하는 개별 프레임 수를 줄이고 iSCSI 데이터 블록을 여러
이더넷 프레임으로 분리할 필요성을 줄이므로 성능이 향상됩니다.또한 호스트 및 스토리지 CPU 사
용률도 낮습니다.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 더 큰 프레임 크기를 지원하기 위해 UCS와 스토리지 대상 및 그 사이
의 모든 네트워크 장비가 가능 및 구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즉, 도메인 전체에서 점보 MTU가
유효하려면 엔드 투 엔드(initiator-to-target)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점보 MTU를 엔드 투 엔드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개요입니다.

MTU가 9000인 UCS QoS(Quality of Service) 시스템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 점보 MTU로 가상
NIC(vNIC)를 구성합니다.

1.

UCS(Initiator)와 iSCSI 타겟 간의 모든 스위치에서 점보 프레임(MTU 9000)을 활성화합니다.2.

OS(운영 체제) 어댑터(ESXi의 VMkernel 포트)에서 점보 프레임을 활성화합니다.3.

NetApp 인터페이스에서 점보 프레임을 활성화합니다.4.

참고: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UCS) Storage Connectivity Options 및
Best Practices with NetApp Storage Cisco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www.cisco.com/en/US/prod/collateral/ps10265/ps10276/whitepaper_c11-702584.html
//www.cisco.com/en/US/prod/collateral/ps10265/ps10276/whitepaper_c11-702584.html


Cisco UCS 컨피그레이션

MTU는 UCS 내에서 CoS(Class of Service)별로 설정됩니다.vSwitch로 향하는 vNIC에 대해 정의된
QoS 정책이 없는 경우 트래픽은 Best-Effort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점보 프레임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UCS GUI에서 LAN 탭을 클릭합니다.1.

LAN > LAN Cloud > QoS System Class로 이동합니다.2.

QoS 시스템 클래스를 클릭하고 트래픽 클래스(iSCSI 트래픽을 전달함) MTU를 9216으로 변
경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이 MTU 업데이트를 설명하기 위해 Best Effort 트래픽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3.

LAN 탭에서 QoS 정책을 생성하고 스토리지 트래픽을 전달하는 vNIC에 적용합니다.4.



Service Profiles(서비스 프로필) 아래에서 vNIC 템플릿 또는 실제 vNIC로 이동하고 MTU 값을
9000으로 설정합니다.

5.



다음을 확인합니다.

vNIC에 앞서 설명한 대로 MTU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링크 포트에서 점보 MTU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N5k 컨피그레이션

N5k에서는 점보 MTU가 시스템 레벨에서 활성화됩니다.

점보 MTU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witch(config)#policy-map type network-qos jumbo

switch(config-pmap-nq)#class type network-qos class-default

switch(config-pmap-c-nq)#mtu 9216switch(config-pmap-c-nq)#exit

switch(config-pmap-nq)#exitswitch(config)#system qos

switch(config-sys-qos)#service-policy type network-qos jumbo

다음을 확인합니다.

점보 MTU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려면 show queuing interface Ethernet x/y 명령을 입력합니다.



참고:show interface Ethernet x/y 명령은 MTU가 1500이지만 이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VMware ESXi 구성

모든 포트 그룹 및 포트에서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도록 vSwitch의 MTU 값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vSwitch에서 점보 프레임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Home(홈) > Inventory(인벤토리) > Hosts and Clusters(호스트 및 클
러스터)로 이동합니다.

1.

호스트를 선택합니다.2.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3.

Hardware 메뉴에서 Networking을 선택합니다.4.

View 필드에서 vSphere Standard Switch를 선택합니다.5.

속성을 클릭합니다. 6.

Properties 팝업 창의 Ports(포트) 탭에서 vSwitch를 선택합니다.7.

Edit를 클릭합니다.8.

팝업 창의 General(일반) 탭에서 Advanced Properties(고급 속성) 아래의 MTU를 기본값
(1500)에서 9000으로 변경합니다.이렇게 하면 vSwitch의 모든 포트 그룹 및 포트에서 점보 프
레임이 활성화됩니다.

9.



vCenter 서버의 VMkernel 포트에서만 점보 프레임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Home(홈) > Inventory(인벤토리) > Hosts and Clusters(호스트 및 클
러스터)로 이동합니다.

1.

호스트를 선택합니다.2.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3.

Hardware 메뉴에서 Networking을 선택합니다.4.

View 필드에서 vSphere Standard Switch를 선택합니다.5.

속성을 클릭합니다. 6.



속성 팝업 창의 포트 탭에서 VMkernel을 선택합니다.7.

Edit를 클릭합니다.8.

팝업 창의 General(일반) 탭에서 MTU(NIC Settings(NIC 설정)를 기본값(1500)에서 9000으로
변경합니다.이렇게 하면 vSwitch의 VMkernel 포트에서만 점보 프레임이 활성화됩니다.

9.

다음을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테스트하고 VMkernel 포트가 점보 MTU로 ping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vmkping
-d -s 8972 <storage appliance ip address> 명령을 입력합니다.



팁:이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kping 명령 VMware를 사용하여 VMkernel 네트워크 연결
테스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가장 큰 실제 패킷 크기는 8972이며, IP 및 ICMP 헤더 바이트를 추가할 때 9000바이트
패킷을 전송합니다.

ESXi 호스트 레벨에서 MTU 설정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isco IOS 컨피그레이션

Cisco IOS® 스위치에서는 스위치 레벨에서 글로벌 MTU의 개념이 없습니다.대신 MTU는 인터페이
스/이더 채널 레벨에서 구성됩니다.

점보 MTU를 구성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7609(config)#int gigabitEthernet 1/1

7609(config-if)#mtu ?

<1500-9216>  MTU size in bytes

7609(config-if)#mtu 9216

다음을 확인합니다.

 컨피그레이션이 올바른지 확인하려면 show interfaces gigabitEthernet 1/1 명령을 입력합니다.

7609#show interfaces gigabitEthernet 1/1

GigabitEthernet1/1 is up, line protocol is up (connected)

 Hardware is C6k 1000Mb 802.3, address is 0007.0d0e.640a (bia 0007.0d0e.640a)

  MTU 9216 bytes, BW 1000000 Kbit, DLY 10 usec,

 reliability 255/255, txload 1/255, rxload 1/255

N1kV 컨피그레이션

N1kV에서는 점보 MTU는 업링크용 이더넷 포트 프로파일에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vEthernet 인
터페이스에서 MTU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컨피그레이션이 올바른지 확인하려면 show run port-profile UPLINK 명령을 입력합니다. 



NetApp FAS 3240 구성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 Fabric Interconnect 또는 L2(Layer 2) 스위치에 연결된 네트워크 포트에는
점보 MTU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다음은 컨피그레이션의 예입니다.

FAS3240-A> vlan create e1a 100

Ethernet e1a: Link being reconfigured.

vlan: e1a-100 has been created

Ethernet e1a: Link up.

FAS3240-A> vlan create e1b 100

Ethernet e1b: Link being reconfigured.

vlan: e1b-100 has been created

Ethernet e1b: Link up.

FAS3240-A> ifconfig e1a-100 192.168.101.105 netmask 255.255.255.0 mtusize 9000

partner e1a-100



   

FAS3240-A> ifconfig e1b-100 192.168.102.105 netmask 255.255.255.0 mtusize 9000

partner e1b-100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구성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FAS3240-A> ifconfig -a

e1a: flags=0x80f0c867<BROADCAST,RUNNING,MULTICAST,TCPCKSUM,VLAN> mtu 9000

 ether 00:c0:dd:11:40:2c (auto-10g_twinax-fd-up) flowcontrol full

e1b: flags=0x80f0c867<BROADCAST,RUNNING,MULTICAST,TCPCKSUM,VLAN> mtu 9000

 ether 00:c0:dd:11:40:2e (auto-10g_twinax-fd-up) flowcontrol full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구성 예제에 대한 확인 절차는 각 섹션에서 제공됩니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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