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exflash 컨트롤러 FX3S를 사용하여 CIMC에서
분할되지 않은 SD 카드 문제 해결 
소개

이 문서에서는 Flexflash 컨트롤러에서 파티션되지 않은 SD 카드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된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독립형 C 시리즈 서버●

Flexflash 컨트롤러 FX3S●

동일한 크기의 SD 카드 2개●

3.X 이상의 CIMC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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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오류 메시지 및 결함 코드

결함 코드:F1260

설명:Flex Flash 가상 드라이브 1(하이퍼바이저) 성능 저하:플래시 디바이스 또는 컨트롤러를 확인
하십시오.

이유:장비_성능 저하

결함 코드:F1262

설명:Flexflash 컨트롤러 Flexflash-0 구성 오류:Flexflash 컨트롤러를 올바르게 구성

이유:비정상 장비

참고:SD 카드 1개가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Storage(스토리지) > Cisco Flexflash로 이동한 후 SD 카드 1은 분할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고 가
상 드라이브 하이퍼바이저는 예상대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flexflash 컨트롤러 상태가 여기 이미지에 표시됩니다.



참고:분할되지 않은 SD 카드가 성능이 저하되었으며 RMA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아니
요. 교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

1단계. 일반 탭에서 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카드 구성을 클릭합니다.

2단계. Primary Card(기본 카드)를 SLOT 2로 선택합니다(슬롯 1은 분할되지 않은 카드에 사용되며
모든 데이터가 SD 카드 2에 저장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AUTO-SYNC를 선택하고 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SAVE를 클릭합니다.



3단계. SAVE(저장)를 클릭하면 이 이미지와 같이 창이 나타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4단계. OK를 클릭한 후 Physical drives(물리적 드라이브) 탭에서 분할되지 않은 카드가 있는 슬롯
1을 MIRROR_SECONDARY로 구성하되 UNHEALTHY(UNHEALTHY)로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합
니다.

5단계. Virtual Drives(가상 드라이브) 탭에서 가상 드라이브의 자동 동기화(2단계에서 자동 동기화
가 선택됨)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동기화가 100%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6단계. 자동 동기화가 완료되면 이 이미지에 표시된 것처럼 가상 드라이브가 정상 상태로 표시됩니
다.

4단계에서 정상인 슬롯 1의 카드는 이제 AUTO-SYNC 후 정상입니다.

7단계. 여기에서 관찰한 경우 가상 드라이브는 여전히 호스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즉, 부팅 옵
션에서 가상 드라이브를 볼 수 없으며 여기에서 OS를 부팅하거나 OS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8단계. 호스트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려면 가상 드라이브에서 ENABLE VIRTUAL DRIVE(가상 드라
이브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9단계. 이제 가상 드라이브가 호스트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부팅 메뉴에 표시
됩니다.

2단계에서 AUTO-SYNC를 확인하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가상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동기화되지 않으며 SD 카드 1이 계속 UNHEALTHY로 표시됩니다
.VIRTUAL DRIVES(가상 드라이브) 탭에서 Virtual Drive(가상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SYNC
VIRTUAL DRIVE(가상 드라이브 동기화)를 클릭합니다.이를 수동 동기화라고 합니다.매우 쉽게 설
명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가 완료되면 6단계와 같이 가상 드라이브 및 SD 카드 1이 정상 상태가 됩니다.

관련 정보

Cisco FlexFlash:Cisco UCS C-Series 독립형 랙 서버용 Cisco Flexible Flash 내부 SD 카드 사
용 및 관리

●

Cisco UCS 서버에서 Cisco FlexFlash Secure Digital Cards 구성 및 사용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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