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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UCS(Unified Computing System) Central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Cisco UCS Manager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 사항

이러한 TCP 포트는 펌웨어 관리 및 백업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Cisco UCS Manager와 등록
된 Cisco UCS 도메인을 통해 열어야 합니다.

LOCKD_TCPPORT=32803●

MOUNTD_PORT=892●

RQUOTAD_PORT=875●

STATD_PORT=32805●

NFS_PORT="nfs"(2049)●

RPC_PORT="sunrpc"(111)●

서버 요구 사항



이 표에서는 Cisco UCS Central을 구축하는 독립형 랙 서버의 최소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1 하이퍼바이저별 Cisco UCS Central의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사항 ESX 최소 요구 사항 Hyper-V 최소 요구 사항
디스크 공간 60GB 60GB
RAM 4GB 4GB
VCPU 코어 1코어 2코어
디스크 읽기 속
도

>75MBps
125MBps 이상의 속도가 권장됩니다.

>75MBps
125MBps 이상의 속도가 권장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UCS Manager 버전 2.2(1c)●

Cisco UCS Central 버전 1.1(2a)●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성

UCS Central을 구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 com에서 적절한 UCS Central OVA(Open Virtual Appliance)를 다운로드하려면
Products > Servers-Unified Computing > Cisco UCS Central Software로 이동합니다.

1.



OVA를 배포하려면 파일을 클릭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OVF 템플릿 배포...2.

다음과 같이 OVF(Open Virtualization Format) 템플릿을 구축하려면 단계별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합니다.

3.



UCS Central VM(가상 머신)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마침을 클릭합니다.



OVA 템플릿이 구축되면 UCS Central VM의 콘솔을 열고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IP 주소, 넷마스크 및 기본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VM을 클러스터에 포함하려면 yes를 입력합니다.그렇지 않으면 no를 입력합니다.

4.



중앙 VM에 대한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DNS(Domain Name Server) 서버의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관리자 암호 및 공유 암호를 지정합니다.

통계 수집이 필요한 경우 yes를 입력합니다.그렇지 않으면 no를 입력합니다.

컨피그레이션을 진행하려면 yes를 입력합니다.

UCS Central VM이 구성되면 Admin(관리) > UCS Manager(UCSM)의 UCS Central로 이동하
고 Register with UCS Central(UCS Central에 등록)을 클릭합니다.

5.



4단계에서 지정한 UCS Central의 IP 주소 및 공유 암호를 입력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6.



UCSM이 UCS Central에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등록 상태가 등록됨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UCS Central에 등록된 UCS 도메인을 확인합니다.

UCS Central에서 Domains(도메인) > Equipment(장비) > UCS Domain(UCS 도메인)으로 이
동합니다.

UCS 도메인을 확장합니다.Ungrouped Domains(그룹화되지 않은 도메인)에서 UCS 도메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7.



그룹화되지 않은 도메인에서 UCS 도메인을 도메인 그룹 루트로 이동합니다.

도메인 그룹 루트로 이동해야 하는 UCS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General(일반)을 클릭한 다음 Change Group Assignment(그룹 할당 변경)를 클릭합니다.

Domain Group root(도메인 그룹 루트)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8.



UCS 도메인이 Domain Group root(도메인 그룹 루트) 아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프로필 생성 및 할당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하고 UCS Central에 할당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Servers(서버) > Sub-Organizations(하위 조직)로 이동합니다.1.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조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2.

Create Service Profile을 클릭합니다.3.



UCS Manager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 프로필을 작성합니다.서비스 프로필을 서버에 할당
하려면 방금 생성한 서비스 프로필을 클릭한 다음 General(일반)으로 이동한 다음 Change
Service Profile Association(서비스 프로필 연결 변경)을 클릭합니다.다음 서버 할당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나중에 할당풀에서 서버 선택수동으로슬롯 위치(이 예제에 대해 선택된 위치) 식별

4.



서비스 프로파일이 서버에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다음과 같이 상태 탭에 100%로 표시됩니다.

UCS Central에서 UCSM으로 푸시된 서비스 프로필을 봅니다.

UCSM의 UCS Central에서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한 하위 조직으로 이동합니다.서비스 프로파
일 옆에 녹색 원이 표시되어 UCS Central에서 성공적으로 푸시되었음을 나타내는 서비스 프
로파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때 UCS Central에 정의된 VNIC(Virtual Network Interface Card),
VLAN, vHBA(Virtual Host Bus Adapter) 및 VSAN(Virtual Storage Area Network)을 보려면 서
비스 프로필을 확장합니다.

참고:서비스 프로필은 서버와 연결되고 100%의 진행률을 완료한 후에만 UCSM에 나타납니

5.



다.

UCSM의 LAN 탭 아래에 UCS Central에서 파생된 VLAN에 녹색 다이아몬드 기호가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UCS Central에 UCSM을 등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오류를 나열합
니다.

UCS Central에 대한 UCSM의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등록 상태가 Unregistered(등록되지 않음)인 경우 FSM > UCS Central Registration(UCS Central 등
록)으로 이동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공유 암호 불일치

공유 암호 불일치를 나타내는 오류가 발생하면 "구성" 섹션의 4단계에서 입력한 올바른 공유 암호
를 제공해야 합니다.

UCSM 및 UCS Central 시간이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다시 시도하는 중...

UCSM 및 UCS Central 시간이 동기화되지 않았다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재시도 중... 그런 다음
NTP(Network Time Protocol) 소스를 지정하거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수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NTP 소스를 지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Operations Management > Operational Policies > Time Zone으로 이동합니다.1.

Add NTP Server를 클릭합니다.2.

지정한 NTP 소스가 UCS Central 및 Fabric Interconnect에서 연결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설정된 NTP 소스는 UCSM에서 참조해야 합니다.

3.

확인하려면 Admin(관리) > Time Zone Management(표준 시간대 관리)로 이동합니다.4.



Time Zone Management(표준 시간대 관리)에 대해 Global(전역)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경우
에만 Time Zone이 UCS Central에서 가져옵니다.또한 "구성" 섹션의 8단계에서 설명한 도메인
그룹 루트 아래의 UCS 도메인을 이동해야 합니다.

시간을 수동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UCSM 및 UCS Central의 명령줄로 이동하여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cope system

 scope services

1.

이동/시스템/서비스.2.

표시된 대로 UCSM 및 UCS Central의 시간을 지정하고 Enter를 연속해서 누릅니다.

참고:시간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날짜 년 시간 분 초

3.

시간이 동기화되면 UCSM은 UCS Central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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