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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UCS Manager에서 BIOS 정책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Cisco
UCS의 BIOS 정책 기능은 BIOS 컨피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BIOS를 설정하는 기존의 방법은 수동적이며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BIOS 정책을
생성하고 서버 또는 서버 그룹에 정책을 할당하면 BIOS 설정 및 컨피그레이션에 투명성이 부여됩
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다음과 같은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Server Blade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실무 지식을 갖추십시오.●

Cisco UCS 구성 요소 및 토폴로지에 대해 숙지하십시오.●

Cisco UCS Manager 버전 1.3에 대해 숙지하십시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UCS B440-M1 Blade Server●



Cisco UCS Manager 버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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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배경 정보

BIOS 정책은 BIOS 설정의 컨피그레이션을 자동화하는 정책입니다.서버 또는 서버 세트의 요구 사
항에 맞는 특정 BIOS 설정 그룹화가 포함된 하나 이상의 BIOS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서버에
대한 BIOS 정책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BIOS 설정이 서버에 적용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본
BIOS 설정은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습니다.BIOS 정책을 지정하면 정책이 BIOS 기본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기본 BIOS 설정을 변경해도 BIOS 정책이 기본 BIOS 설정에 우선하므로 BIOS 정책이 연결된 서버
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그러나 BIOS 정책에서 사용자가 값을 플랫폼 기본값으로 남겨둘 경우
UCS Manager는 특정 플랫폼의 BIOS 기본값(Servers(서버) > Policies(정책) > BIOS
Defaults(BIOS 기본값))을 참조하고 BIOS 기본값에 지정된 값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BIOS 정책 및 BIOS 기본값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부 사용자는 정책의 몇
가지 설정만 사용자 지정하고 나머지 설정에는 BIOS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작업이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BIOS 정책 'test-policy'를 생성하고 다음 값을 지정하는 경우

터보 부스트 'disabled'●

하이퍼스레딩용 'platform-default'●

플랫폼의 BIOS 기본값은 다음과 같은 값을 갖습니다.

터보 부스트에 '사용'●

하이퍼스레딩용 'enabled'●

이 효과는 터보 부스트 설정이 'disabled'로 설정되고 하이퍼 스레딩 세트가 'enabled'로 설정됩니다.

BIOS 정책 또는 기본 BIOS 설정을 통해 컨피그레이션이 변경되면 UCS Manager는 즉시 이러한 변
경 사항을 CIMC 버퍼에 푸시합니다.이러한 변경 사항은 서버가 재부팅된 후에만 적용됩니다.

구성

다음 BIOS 설정은 BIOS 정책을 통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부팅1.
전원 손실 시 AC 다시 시작2.
전면 패널 잠금3.
터보 부스트4.
향상된 인텔 스피드스텝5.
하이퍼 스레딩6.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가상화 기술7.
프로세서 C3 보고서8.
프로세서 C6 보고서9.

직접 IO용 VT10.
인터럽트 리맵11.
일관성 지원12.
ATS 지원13.
통과 DMA 지원14.
메모리 RAS 컨피그레이션15.
NUMA16.
LV DDR 모드17.
미러링 모드(메모리 RAS 컨피그레이션이 '미러링 모드'로 설정된 경우 GUI에 표시됩니다.)18.
콘솔 리디렉션19.
전송 속도20.

참고: BIOS 정책의 이러한 설정은 모든 플랫폼에 대한 상위 설정 집합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설정 중
일부는 특정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BIOS 정책 컨피그레이션

BIOS 정책 컨피그레이션이 작동하려면 먼저 BIOS 정책을 생성한 다음 서비스 프로필과 연결해야
합니다. 이 프로필은 서버 또는 서버 그룹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BIOS 정책 생성

BIOS 정책을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UCS Manager에 로그인하여 Servers(서버) 탭으로 이동합니다
.

1.

Policies(정책)를 열고 BIOS Policies(BIOS 정책)를 선택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BIOS
정책을 생성합니다
.

2.



참고: 루트에서 하위 조직을 생성한 경우 하위 조직 중 하나에 대한 BIOS 정책을 생성해야 하
는 경우 해당 하위 조직을 선택하고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Main(기본) 섹션에서 새 BIOS 정책의 이름을 지정하고 BIOS 설정의 값을 지정하거나 기본값
을 그대로 둡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3.



Processor(프로세서) 섹션에서 BIOS 설정의 값을 지정하거나 기본값을 그대로 둡니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4.

Intel Directed IO 섹션에서 BIOS 설정의 값을 지정하거나 기본값을 그대로 둡니다.Next(다음
)를 클릭합니다

5.



.

RAS Memory(RAS 메모리) 섹션에서 BIOS 설정 값을 지정하거나 기본값을 그대로 둡니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6.

Server Management 섹션에서 BIOS 설정의 값을 지정하거나 기본값을 그대로 둡니다.마침을7.



클릭합니다
.

서비스 프로필에 BIOS 정책 연결

새 BIOS 정책을 생성한 후 서버 또는 서버 그룹에 적용하려면 서비스 프로필에 추가합니다.서비스
프로필 생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CS Blade용 서비스 프로필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프로필을 생성할 때 Operational Policies(운영 정책) 섹션에서 BIOS Configuration(BIOS 컨
피그레이션)을 확장하고 새로 생성된 BIOS 정책을 할당합니다.마침을 클릭합니다.

//www.cisco.com/en/US/products/ps10281/product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af7515.shtml
//www.cisco.com/en/US/products/ps10281/product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af7515.shtml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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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Cisco UCS에서 블레이드 관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풀 생성●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products/ps10281/product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ae0f40.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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