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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UCS Fabric Interconnect, UCS Central 라이센싱 및 VMWare ESXi 라이센스의 용어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합니다.또한 고객 구축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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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S Fabric Interconnect 제품 ID(PID) 이해

UCS 라이센스는 사용 중인 UCS 패브릭 인터커넥트 생성에 생성됩니다.

경고:한 세대의 Fabric Interconnect에 대한 라이센스는 동일한 세대의 다른 Fabric
Interconnect 간에 전송할 수 있지만, 다른 세대 간에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세대 61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UCS-6120XP
UCS-6140XP

●

2세대 62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UCS-FI-6248UP

●



UCS-FI-6296UP
3세대 63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
UCS-FI-6332UP
UCS-FI-6332-16UP

●

4세대 64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UCS-FI-6454●

기타
UCS-FI-M-6324(UCS Mini)

●

사전 설치된 라이센스

Fabric Interconnect에는 모델에 따라 사전 설치된 여러 라이센스와 확장 모델이 설치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TU(Right To Use) 라이센싱이라고도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각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설치된 라이센스 수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패브릭 인터커넥트
모델

10G 포트 라이센
스 수

25G 포트 라이센스
수

40G 포트 라이센
스 수

100G 포트 라이센
스 수

UCS-6120XP 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UCS-6140XP 1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UCS-FI-6248UP 1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UCS-FI-6296UP 1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UCS-FI-M-
6324(UCS Mini) 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UCS-FI-6332UP 해당 없음 해당 없음 8 해당 없음
UCS-FI-6332-16UP 8 해당 없음 4 해당 없음
UCS-FI-6454 해당 없음 18 해당 없음 2

확장 모듈이 UCS-FI-6248UP 또는 UCS-FI-6296UP Fabric Interconnect에 추가되면 8개의 10G 포
트 라이센스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라이센스는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기본 포트 또는 설치된 확장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경고:기본 유닛에서 확장 모듈을 제거하면 해당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라이센스가 제거됩니
다.

사전 설치된 포트 라이센스 수를 초과하여 구성된 각 포트에 대해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
다.

UCS 이더넷 포트 라이센싱 세부사항

라이센스 상태는 UCS Manager(UCSM) GUI 또는 CLI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UCSM GUI

Navigation(탐색) 창에서 Admin(관리) 탭을 클릭합니다.1.
Admin(관리) 탭에서 All(모두) > License Management(라이센스 관리)를 확장합니다.2.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3.
테이블에서 피쳐를 두 번 클릭하여 작업 상태 및 사용된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기능에 대4.



한 세부 정보를 봅니다.
라이센스 기능의 세부 정보는 아래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UCSM CLI(UCSM 버전 1.4 이상)

S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UCSM에 로그인1.
scope license 명령 실행2.
show usage 명령 실행3.

아래 이미지는 가능한 출력 샘플입니다.

UCSB-6-A# scope license

UCSB-6-A /license # show usage

Feat Name Scope Default Total Quant Used Quant Subordinate Quant State Peer Count Comparison

Grace Used

------------------------------ ----- ------- ----------- ---------- -------------------- -------

------------- ----------------------- ----------

ETH_PORT_ACTIVATION_PKG A 18 18 19 0 License Graceperiod Matching 133200

ETH_PORT_C_ACTIVATION_PKG A 0 0 0 0 Not Applicable Matching 0

ETH_PORT_ACTIVATION_PKG B 18 18 16 0 License Ok Matching 0

ETH_PORT_C_ACTIVATION_PKG B 0 0 0 0 Not Applicable Matching 0

UCSM CLI(UCSM 버전 1.4 이전))

S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UCS Manager에 로그인1.



connect local-mgmt 명령을 실행합니다.2.
show license usage 명령 실행3.

UCSM에서 라이센스 수 및 상태 이해

1. 기본 수량(RTU 라이센스)

기본 수량(Right To Use 또는 Paper License라고도 함)은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사전 설치된
라이센스 수입니다. 

예를 들어 6296UP에는 기본적으로 18개의 포트 라이센스가 제공됩니다.

확장 모듈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각각 8개의 포트를 추가로 제공) 기본 수량은 18 + ( 2 x 8 ) 가
됩니다.

따라서

= 18 + 16

=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34개

2. 총 수량

총 수량 = 기본 수량 + 설치된 모든 추가 라이센스 파일

예:34(기본값) + 구매한 라이센스 24개

= 사용 가능한 총 라이센스 수 58개

참고:2.2(4b) 이전 UCSM 릴리스는 총 수량을 절대 수량으로 표시

3. 사용 수량

사용된 수량은 구성된 포트에서 현재 사용 중인 라이센스 수입니다.

이미지에서 이는 19와 같습니다(Fabric Interconnect A).

4. 유예기간

사용된 수량이 총/절대 수량보다 크면 유예 기간이 시작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절대 수량보다 1개의 포트가 더 사용되고 있으며 시스템은 133200초 또는 약 37시
간 동안 유예 기간에 있었습니다.

적절한 라이센스 양이 추가될 때 유예 기간 타이머가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스 상태가 "라이센스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라이센스는 구성된 포트에만 할당됩니다.포트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풀
로 돌아갑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현재 120일) 기능이 유예 기간 상태에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서 라이센스 유예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나타내는 Critical(중대) 결함이
표시됩니다.

●

총 수량 >= 사용 수량 을 의미하는 추가 라이센스를 확보 및 설치하는 경우 결함이 해결됩니다.●

포트가 구성되지 않아 사용된 수량 =< 총 수량●

참고:유예 기간이 만료되어도 데이터 트래픽 전달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포트가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시기 이해

구성된 모든 이더넷 포트는 라이센스를 사용합니다.

이는 포트가 연결되어 있고 활성 링크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사용 라이센스를 릴리스하려면 사용되지 않는 이더넷 포트를 구성 해제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ucs-manager/GUI-User-Guides/Network-Mgmt/3-
1/b_UCSM_Network_Mgmt_Guide_3_1/b_UCSM_Network_Mgmt_Guide_3_1_chapter_01010.html#task_7066261484290578956

종료되지 않은 모든 FC 포트는 라이센스를 사용합니다.

필요 없이 사용한 라이센스를 릴리스하려면 사용되지 않는 FC 포트를 종료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ucs-manager/GUI-User-Guides/Storage-Mgmt/3-
2/b_UCSM_GUI_Storage_Management_Guide_3_2/b_UCSM_GUI_Storage_Management_Guide_3_2_chapter_011.html#task_87FF84DCA94343B982CC40
F4FF7CA071

참고:포트 구성을 취소하거나 비활성화하면 이 포트를 사용하는 모든 트래픽이 중단됩니다.현
재 사용 중이 아닌 포트만 구성되지 않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유형

1. 10GE 포트 활성화 라이센스

각 패브릭 인터커넥트 생성에는 10GE 포트 라이센스가 있으며 구매 가능

1세대(6100)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경우 이 라이센스는 N10-L001입니다.●

2세대(6200)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경우 이 라이센스는 UCS-LIC-10GE입니다.●

3세대(633X)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경우 이 라이센스는 UCS-LIC-6300-10G입니다.●

UCSM을 통해 설치할 경우 ETH_PORT_ACTIVATION_PKG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포트는 업링크, 서버, 어플라이언스 등을 비롯한 모든 이더넷 기반 포트 역할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팁:현재 사용 가능한 C-Series Direct Connect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이러한 라이센스는 C-
Series Direct Connect 라이센스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C-series Direct Connect 라이센스가 소진되고 사용자가 더 많은 랙 서버를 Fabric
Interconnect에 연결하는 경우, ETH_PORT_ACTIVATION_PKG 풀에서 라이센스를 얻으려고 시도
합니다.

Subordinate Quantity 필드가 추가되어 연결된 랙 서버에 사용 중인 이러한 포트 활성화 라이센스를
추적합니다.

/content/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ucs-manager/GUI-User-Guides/Network-Mgmt/3-1/b_UCSM_Network_Mgmt_Guide_3_1/b_UCSM_Network_Mgmt_Guide_3_1_chapter_01010.html#task_7066261484290578956
/content/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ucs-manager/GUI-User-Guides/Network-Mgmt/3-1/b_UCSM_Network_Mgmt_Guide_3_1/b_UCSM_Network_Mgmt_Guide_3_1_chapter_01010.html#task_7066261484290578956
/content/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ucs-manager/GUI-User-Guides/Storage-Mgmt/3-2/b_UCSM_GUI_Storage_Management_Guide_3_2/b_UCSM_GUI_Storage_Management_Guide_3_2_chapter_011.html#task_87FF84DCA94343B982CC40F4FF7CA071
/content/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ucs-manager/GUI-User-Guides/Storage-Mgmt/3-2/b_UCSM_GUI_Storage_Management_Guide_3_2/b_UCSM_GUI_Storage_Management_Guide_3_2_chapter_011.html#task_87FF84DCA94343B982CC40F4FF7CA071
/content/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ucs-manager/GUI-User-Guides/Storage-Mgmt/3-2/b_UCSM_GUI_Storage_Management_Guide_3_2/b_UCSM_GUI_Storage_Management_Guide_3_2_chapter_011.html#task_87FF84DCA94343B982CC40F4FF7CA071


2. 10GE C-series Direct Connect 라이센스

이러한 라이센스는 UCSM 통합을 통해 UCS Manager에 연결된 UCS C-Series 랙 서버에 사용됩니
다.

이 라이센스는 단일 와이어, 직접 연결 설정에 통합된 C-Series 서버에만 적용되며, 인밴드 CIMC를
통해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직접 연결된 VIC에 적용됩니다(연결된 CIMC 포트 없음).

이 라이센스는 6100 Fabric Interconnect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200 Fabric Interconnect의 경우 다음과 같이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UCS-L-6200-10G-C

6300 Fabric Interconnect의 경우 다음과 같이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UCS-LIC-6300-
10GC

3. 25GE 포트 활성화 라이센스

이러한 라이센스는 10GE 포트 라이센스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25GE 포트용입니다.

64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UCS-L-6400-25G

4. 25GE C-series Direct Connect 라이센스

이러한 라이센스는 10GE C-Series Direct Connect Licensing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25GE
포트용입니다.

64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UCS-L-6400-25GC

5. 40GE 포트 활성화 라이센스

이러한 라이센스는 10GE 포트 라이센스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40GE 포트용입니다.

63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UCS-LIC-6300-40G

6. 40GE C-series Direct Connect 라이센스

이러한 라이센스는 10GE C-Series Direct Connect Licensing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40GE
포트용입니다.

63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UCS-LIC-6300-40GC

7. 100GE 포트 활성화 라이센스

이러한 라이센스는 10GE 포트 라이센스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100GE 포트용입니다.



6400 Series Fabric Interconnect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UCS-L-6400-100G

8. UCS Mini(UCS-FI-M-6324) 확장성 라이센스

이러한 라이센스는 UCS Mini 확장성 포트의 라이센스에 사용됩니다(UCSM 버전 3.1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

이 라이센스의 PID는 UCS-6324-40G입니다.

UCS C-Series Direct Connect 라이센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CSM 버전에 대한 UCSM GUI 컨
피그레이션 가이드의 C-Direct Rack Licensing Support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CS Manager에서 유효한 라이센스를 사용 중인 포트 확인

CLI에서

UCS CLI 모드에서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모든 포트를 평가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범위 eth 서버1.
show interface2.
종료3.
s 스토리지 범위4.
show interface5.
종료6.
범위 eth 업링크7.
show interface8.
종료9.

범위 fc 업링크10.
show interface11.
show fcoeinterface12.
종료13.
범위 fc 스토리지14.
인터페이스 fc 표시15.
show interface fcoe16.
종료17.

예l예:



참고:"eth-uplink" 및 "fc-uplink" 범위 명령은 UCS Manager 2.1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위에 설
명된 범위 명령은 UCS Manager 2.0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술 지원 번들에서

또는 UCSM 기술 지원 번들에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TETIME>_<HOSTNAME>_UCSM.tar —> UCSM_<A 또는 B>_TechSupport.tar —>
sam_techsupportinfo

UCSM 기술 지원 번들 내의 MIT.xml 파일은 어떤 포트에서 어떤 유형의 라이센스를 보유하는지 자
세히 설명합니다.

이 파일은 UCSM 버전 2.2(6) 이상의 기술 지원에 있습니다.

이는 하위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포트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예:UCS-L-6200-10G-C 풀 대
신 UCS-LIC-10GE 풀에서 가져오기)

Notepad++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열고 전체 파일에서 "licenseTarget"을 검색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 출력과 비슷한 목록이 제공됩니다.



위의 출력에서 FI에서 다양한 라이센스를 청구하는 포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ETH_PORT_C_ACTIVATION_PKG는 라이센스 패키지입니다(UCS-L-6200-10G-C PID와 상관관계).

 - inst-B는 FI-B의 포트임을 나타냅니다.

 - port-32는 FI의 포트 번호 32임을 나타냅니다.

 - slotId="1"은 FI의 슬롯 1임을 나타냅니다(온보드 포트). 슬롯 2 - 4는 FI에 확장 카드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알려진 UCS Manager 라이센싱 문제

1. UCS Manager에 나타난 라이센스 수 또는 유예 기간 오류가 잘못되었습니다.

증상:

UCS Manager의 라이센스 수가 사용된 라이센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래 관찰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기본 수량 예상보다 적음●

사용된 수량이 구성된 포트 수보다 큽니다.●

사용된 수량이 절대 수량보다 적지만 유예 기간 알림은 여전히 표시됩니다.●

License Grace Period(라이센스 유예 기간) 알림이 표시되는 동안 사용된 수량 <= 총 수량●

문제/장애:

이러한 문제는 버그 CSCus10255 및 CSCui19338에 의해 추적됩니다.

영향을 받는 버전:모두 2.2(4b) 이전

해결:

버전 2.2(4b)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2. 두 FI와 다른 라이센스 파일 host-id

증상:

라이센스 파일을 업로드할 때 host-id가 Fabric Interconnect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표시됩니
다.

문제/장애:

이 오류는 라이센스 파일의 호스트 ID가 라이센스 중인 Fabric Interconnect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
생합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s1025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i19338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i19338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i19338


확인:

패브릭 인터커넥트 호스트 ID는 CLI를 통해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범위 라이센스●

show server-host id●

UCSB-6-A# scope license

UCSB-6-A /license # show server-host-id

Server host id:

Scope Host Id

----- -------

A VDH=SAL1937NSER

B VDH=SAL1937NSF3

라이센스 파일은 Notepad++ 등의 서식 있는 텍스트 편집기에서 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호스트 ID가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호스트 ID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 파일을 편집하고 저장하지 마십시오.

편집기에서 특수 문자를 켜는 것도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작업은 보기 -> 기호 표시 -> 모든 문자 표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결:

올바른 호스트 ID에 대한 라이센스 재호스팅

3. 파일 이름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일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증상:

라이센스 파일을 업로드할 때 아래 오류가 표시됩니다.



문제/장애: 

라이센스 파일 또는 라이센스 파일의 경로에 공백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모든 공백을 제거하려면 파일 이름이나 파일 경로를 변경합니다.

4. 유효한 라이센스가 제공되었지만 '로컬 다운로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장애:

라이센스 파일의 유효성 검사 오류로 인해 라이센스 업로드에 실패했습니다.

Notepad++ 또는 이와 유사한 텍스트 편집 툴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파일을 검사하면 일치하는
호스트 ID와 유효한 라이센스 형식이 표시됩니다

●

파일을 업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Internet Explorer의 HTML 5입니다.●

FSM은 다음과 유사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해결 방법:

Chrome과 같은 비 IE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lic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또는 UCSM Java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거나 TFTP 서버 및 SSH를 사용하여 *.lic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버그가 있습니다 CSCuz21644 이 문제에 대해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z21644


UCS Central 라이센싱

현재 UCS Central 라이센스는 Cisco Smart Licensing 또는 레거시 PAK 기반 라이센싱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라이센싱 메커니즘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Smart Licensing을 사용하는 경우 라이센스는 서버당 평가됩니다.

UCS-MDMGR-LIC=서버 라이센스별로 주문할 수 있음

레거시 PAK 기반 라이센싱을 사용할 경우 등록된 UCS 도메인별로 라이센스가 평가됩니다.

UCS-MDMGR-1DMN=  도메인 라이센스별로 주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UCS의 서드파티 라이센싱

VMware ESXi

Cisco를 통해 VMware 제품을 구매한 경우, 일반 Cisco PAK 메커니즘을 통해 라이센스가 제공됩니
다.

PAK를 클레임한 다음 여기에서 제공된 코드를 받아 VMWare 활성화 라이센스를 검색해야 합니다.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활성화 라이센스를 클레임합니다.

https://www.vmware.com/vmwarestore/newstore/oem_login.jsp?Name=CISCO-AC

vSphere 클라이언트를 통해 라이센스를 설치하려면

호스트를 클릭합니다.1.
왼쪽 테이블의 Software(소프트웨어)에서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탭의 "Licensed
Features(라이센스된 기능)"를 클릭합니다.

2.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Edit"를 클릭합니다.3.
팝업에서 "Assign a new license key to this host(이 호스트에 새 라이센스 키 할당)를 선택하
고 "Enter Key(키 입력)"를 클릭하고 코드를 붙여넣습니다.

4.

참고:코드는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xxxxx-xxxxx-xxxxx-xxxxx-xxxxx

https://www.vmware.com/vmwarestore/newstore/oem_login.jsp?Name=CISCO-AC


라이센스 오류

입력한 라이선스 키에 이 엔터티에 대한 충분한 용량이 없습니다.

호스트의 CPU가 라이센스의 용량보다 많습니다(예:CPU 라이센스가 1개인 CPU 호스트 2개)

다중 CPU 라이센스를 생성하려면 여러 개의 단일 CPU 라이센스를 결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아래에 링크된 VMware 라이센싱 포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https://my.vmware.com/group/vmware/my-licenses

잘못된 라이센스 파일

여러 가지 일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VMware KB 1005440을 참조하십시오.

https://my.vmware.com/group/vmware/my-licenses
http://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cmd=displayKC&externalId=1005440

	UCS 라이센싱 이해 및 문제 해결
	목차

	소개
	UCS Fabric Interconnect 제품 ID(PID) 이해
	사전 설치된 라이센스
	UCS 이더넷 포트 라이센싱 세부사항
	UCSM에서 라이센스 수 및 상태 이해
	1. 기본 수량(RTU 라이센스)
	2. 총 수량
	3. 사용 수량
	4. 유예기간

	라이센스 유형
	1. 10GE 포트 활성화 라이센스
	2. 10GE C-series Direct Connect 라이센스
	3. 25GE 포트 활성화 라이센스
	4. 25GE C-series Direct Connect 라이센스
	5. 40GE 포트 활성화 라이센스
	6. 40GE C-series Direct Connect 라이센스


	7. 100GE 포트 활성화 라이센스
	8. UCS Mini(UCS-FI-M-6324) 확장성 라이센스

	UCS Manager에서 유효한 라이센스를 사용 중인 포트 확인

	알려진 UCS Manager 라이센싱 문제
	1. UCS Manager에 나타난 라이센스 수 또는 유예 기간 오류가 잘못되었습니다.
	2. 두 FI와 다른 라이센스 파일 host-id
	3. 파일 이름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일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4. 유효한 라이센스가 제공되었지만 '로컬 다운로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UCS Central 라이센싱
	UCS의 서드파티 라이센싱
	VMware ESXi
	라이센스 오류
	입력한 라이선스 키에 이 엔터티에 대한 충분한 용량이 없습니다.
	잘못된 라이센스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