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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UCS(Unified Computing System) 버전 2.1(2a)에서 Windows Server 2012 N_Port ID
Virtualization(NPIV)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서버에서 실행되는
VM(가상 머신)이 단일 어댑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자체 보호 스토리지에 대한 독립적인 액세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UCS Manager(UCSM) 버전 2.1(2)과 호환되는 fNIC(Windows Fabric Network Interface
Controller) 드라이버 

●

UCSM 버전 2.1(2) VIC(Virtual Interface Card) 펌웨어 이미지●

IOM(Fabric Interconnect/I/O Module)의 UCSM 버전 2.1(2)●



Hyper-V 2012 및 Windows 2012 게스트●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Hyper-V 버전 3.0●

Windows Server 2012●

NetApp 스토리지●

UCS 섀시, 패브릭 인터커넥트 및 B-Series 서버●

Cisco Nexus 5000 Series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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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IV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UCS의 관점에서 각 패브릭에 하나씩 2개의 vHBA(Virtual Host Bus Adapter)를 사용하여 서비
스 프로필을 구성해야 합니다.이 이미지는 하나의 서비스 프로필에 대한 vHBA를 보여줍니다
.WWPN(World Wide Port Names)과 서비스 프로필의 상관관계를 문서의 뒷부분에 표시된 출
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Hyper-V 호스트를 부팅하기 위해 SAN(Storage Area Network)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경
우 VM 트래픽 및 디바이스 부팅에 별도의 vHBA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예에서는
두 개의 vHBA가 있는 기본 컨피그레이션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

Hyper-V Manager에서 VSAN(Virtual Storage Area Network)을 구성합니다.각 패브릭에 하나2.



씩 두 개의 VSAN을 생성해야 합니다.다른 Hyper-V 호스트에서 VSAN을 생성할 때 동일한 이
름을 사용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호스트를 클
릭한 다음 Virtual SAN Manager를 클릭합니다.

FabricA라는 새 파이버 채널 SAN을 생성하고 vHBA0-FabricA에 해당하는 WWNN(World
Wide Node Name)/WWPN을 선택합니다.

3.



FabricB를 추가하고 vHBA1-FabricB에 해당하는 WWNN/WWPN을 선택합니다.4.



Windows Server 2012 VM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고 파이버 채널 어댑터 2개를 추가합니다.VM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설정을 선택합니다.이 작업은 장애 조
치(failover) 클러스터 관리자에서 수행됩니다. 이러한 호스트는 클러스터의 일부이기 때문입
니다.

5.



Add Hardware(하드웨어 추가)를 클릭하고 Fibre Channel Adapter(파이버 채널 어댑터)를 선
택한 다음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6.



첫 번째 어댑터에는 Virtual SAN FabricA를, 두 번째 어댑터에는 Virtual SAN FabricB를 선택
합니다.

7.



이 이미지는 어댑터와 해당 WWNN/WWPN을 모두 보여줍니다.





Nexus 5k 스위치에 조닝(zoning)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Nexus 5000 Series 스위치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UCS vHBA의
WWPN에 대한 조닝은 표시되지 않음).

! Zoning for HYVERTEST Fabric A

fcalias name HYPERVTEST vsan 10

member pwwn c0:03:ff:69:d1:5c:00:0e

member pwwn c0:03:ff:69:d1:5c:00:0f

zone name HYPERVTEST_to_NetApp1 vsan 10

Member fcalias HYPERVTEST

Member fcalias NetApp1

zoneset name HyperVZoneset1 vsan 10

member HYPERVTEST_to_NetApp1

zoneset activate name HyperVZoneset1 vsan 10

8.



!Zoning for HYPERVTEST Fabric B

fcalias name HYPERVTEST vsan 11

member pwwn c0:03:ff:69:d1:5c:00:10

member pwwn c0:03:ff:69:d1:5c:00:11

zone name HYPERVTEST_to_NetApp2 vsan 11

Member fcalias HYPERVTEST

Member fcalias NetApp2

zoneset name HypervZoneset2 vsan 11

member HYPERVTEST_to_NetApp2

zoneset activate name HyperVZoneset2 vsan 11

WWPN을 NetApp에 추가하여 LUN(Logical Unit Number)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9.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각 VM 어댑터에는 WWNN/WWPN의 두 집합이 있습니다.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중에 Hyper-V에서
사용합니다.이 그림에서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중에 각 WWPN이 사용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출처: Hyper-V 가상 파이버 채널 개요 

두 WWPN이 모두 패브릭에 로그인되어 있는 겹치는 순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이 스토리지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이 보장됩
니다.

Verify Live Migration 섹션에는 실시간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중에 플로피 데이터베이스가 표시되
어 프로세스 중에 어댑터 플로지에 대한 두 WWPN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빠른 마이그레이션

실시간 마이그레이션과 달리 빠른 마이그레이션은 이동된 VM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따라서 두 WWPN을 모두 세트에서 로그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대신 VM은 하나의 노드에서 로그아
웃하고 새 노드에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마이그레이션 확인

모든 것이 올바르게 구성된 경우 UCS vHBA 및 VM 파이버 채널 어댑터에 대한 flogi 데이터베이스
에 flogi 항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NEXUS1# show flogi database

http://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hh831413.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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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VSAN FCID Port Name Nod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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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1/31 10 0x930001 50:0a:09:83:8d:80:b7:ae 50:0a:09:80:8d:80:b7:ae

fc1/32 10 0x930000 50:0a:09:84:9d:80:b7:ae 50:0a:09:80:8d:80:b7:ae

San-po31 10 0x930002 24:1f:54:7f:ee:57:1d:c0 20:0a:54:7f:ee:57:1d:c1

San-po31 10 0x930003 20:00:00:25:b5:02:a0:8f 20:00:00:25:b5:02:00:8f <vHBA0-FabricA

San-po31 10 0x930004 20:00:00:25:b5:02:a0:9f 20:00:00:25:b5:02:00:9f

San-po31 10 0x930005 20:00:00:25:b5:02:a0:6f 20:00:00:25:b5:02:00:6f

San-po31 10 0x930006 20:00:00:25:b5:02:a0:7f 20:00:00:25:b5:02:00:7f

San-po31 10 0x930007 20:00:00:25:b5:02:a0:4f 20:00:00:25:b5:02:00:4f

San-po31 10 0x930008 20:00:00:25:b5:02:a0:5f 20:00:00:25:b5:02:00:5f

San-po31 10 0x930009 c0:03:ff:69:d1:5c:00:0e c0:03:ff:00:00:ff:ff:00 <Set A for

Adapter FabricA

NEXUS2# show flogi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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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VSAN FCID Port Name Nod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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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1/31 11 0x9f0001 50:0a:09:84:8d:80:b7:ae 50:0a:09:80:8d:80:b7:ae

fc1/32 11 0x9f0000 50:0a:09:83:9d:80:b7:ae 50:0a:09:80:8d:80:b7:ae

San-po32 11 0x9f0002 24:20:54:7f:ee:57:1a:80 20:0b:54:7f:ee:57:1a:81

San-po32 11 0x9f0003 20:00:00:25:b5:02:b1:8f 20:00:00:25:b5:02:00:8f <vHBA1-FabricB

San-po32 11 0x9f0004 20:00:00:25:b5:02:b1:9f 20:00:00:25:b5:02:00:9f

San-po32 11 0x9f0005 20:00:00:25:b5:02:b1:6f 20:00:00:25:b5:02:00:6f

San-po32 11 0x9f0006 20:00:00:25:b5:02:b1:7f 20:00:00:25:b5:02:00:7f

San-po32 11 0x9f0007 20:00:00:25:b5:02:b1:4f 20:00:00:25:b5:02:00:4f

San-po32 11 0x9f0008 20:00:00:25:b5:02:b1:5f 20:00:00:25:b5:02:00:5f

San-po32 11 0x9f000b c0:03:ff:69:d1:5c:00:10 c0:03:ff:00:00:ff:ff:00 <Set A for

Adapter FabricB

LUN을 표시하려면 게스트 VM에서 Disk Management(디스크 관리)를 열고 rescan disks 명령을 입
력합니다.LUN이 두 번 나타나면 MPIO(Multipath I/O)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중에는 각 스위치에 주소 세트 A와 주소 세트 B에 대한 WWPN이 모두 표시되
어야 합니다.

NEXUS1# show flogi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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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VSAN FCID Port Name Nod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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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1/31 10 0x930001 50:0a:09:83:8d:80:b7:ae 50:0a:09:80:8d:80:b7:ae

fc1/32 10 0x930000 50:0a:09:84:9d:80:b7:ae 50:0a:09:80:8d:80:b7:ae

San-po31 10 0x930002 24:1f:54:7f:ee:57:1d:c0 20:0a:54:7f:ee:57:1d:c1

San-po31 10 0x930003 20:00:00:25:b5:02:a0:8f 20:00:00:25:b5:02:00:8f

San-po31 10 0x930004 20:00:00:25:b5:02:a0:9f 20:00:00:25:b5:02:00:9f

San-po31 10 0x930005 20:00:00:25:b5:02:a0:6f 20:00:00:25:b5:02:00:6f

San-po31 10 0x930006 20:00:00:25:b5:02:a0:7f 20:00:00:25:b5:02:00:7f

San-po31 10 0x930007 20:00:00:25:b5:02:a0:4f 20:00:00:25:b5:02:00:4f

San-po31 10 0x930008 20:00:00:25:b5:02:a0:5f 20:00:00:25:b5:02:00:5f

San-po31 10 0x930009 c0:03:ff:69:d1:5c:00:0e c0:03:ff:00:00:ff:ff:00 <Address Set A

San-po31 10 0x93000a c0:03:ff:69:d1:5c:00:0f c0:03:ff:00:00:ff:ff:00 <Address Set B

NEXUS2# show flogi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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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VSAN FCID Port Name Nod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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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1/31 11 0x9f0001 50:0a:09:84:8d:80:b7:ae 50:0a:09:80:8d:80:b7:ae

fc1/32 11 0x9f0000 50:0a:09:83:9d:80:b7:ae 50:0a:09:80:8d:80:b7:ae

San-po32 11 0x9f0002 24:20:54:7f:ee:57:1a:80 20:0b:54:7f:ee:57:1a:81

San-po32 11 0x9f0003 20:00:00:25:b5:02:b1:8f 20:00:00:25:b5:02:00:8f

San-po32 11 0x9f0004 20:00:00:25:b5:02:b1:9f 20:00:00:25:b5:02:00:9f



San-po32 11 0x9f0005 20:00:00:25:b5:02:b1:6f 20:00:00:25:b5:02:00:6f

San-po32 11 0x9f0006 20:00:00:25:b5:02:b1:7f 20:00:00:25:b5:02:00:7f

San-po32 11 0x9f0007 20:00:00:25:b5:02:b1:4f 20:00:00:25:b5:02:00:4f

San-po32 11 0x9f0008 20:00:00:25:b5:02:b1:5f 20:00:00:25:b5:02:00:5f

San-po32 11 0x9f000b c0:03:ff:69:d1:5c:00:10 c0:03:ff:00:00:ff:ff:00 <Address Set A

San-po32 11 0x9f000c c0:03:ff:69:d1:5c:00:11 c0:03:ff:00:00:ff:ff:00 <Address Set B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문제

Microsoft Windows 2012 FNIC 드라이버가 올바른 버전이 아닐 때 장치 또는 드라이버는
Hyper-V Manager > Virtual SAN Manager의 Virtual Fibre Channel SAN의 Status(상태) 열 아
래에 표시되는 가상 파이버 채널 메시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Device Manager(디바이스 관리
자) > Storage Controllers(스토리지 컨트롤러) > Cisco VIC FCoE Storport Miniport(Cisco VIC
FCoE 스토리지 포트 미니포트) > Properties(속성) > Driver(드라이버)로 이동하여 현재 FNIC
드라이버 버전을 확인합니다.UCS Interoperability Matrix를 사용하여 블레이드 모델, UCS 펌웨
어 버전 및 어댑터를 기반으로 어떤 드라이버가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필요한 경우 드라이버
를 업데이트합니다.

●

특정 조건에서 가상 FibreChannel 포트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실패합니다.리소스 메시지
예약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WWPN이 스토리지 대상에 추가되는지 여부(NetApp의 개시자 그룹)조닝 정보가 VM에 할당된
두 WWPN 세트의 액세스를 고려할지 여부최신 패치가 Microsoft에서 적용되었는지 여부(KB
2894032 포함)

●

디바이스에서 부팅 및 VM 트래픽에 동일한 HBA 쌍을 사용하는 경우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이 내용은 Unified Computing System Virtual Machine Live Migration Fails
with Virtual Fibre Channel Adapter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MPIO

탄력성 및 내결함성을 위해 운영 체제에서 MultiPath I/O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정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대해 NetApp에서 ALUA(Asymmetric Logical Unit Access)를 활성
화합니다.

1.

//www.cisco.com/web/techdoc/ucs/interoperability/matrix/matrix.html
//www.cisco.com/c/ko_kr/support/docs/servers-unified-computing/unified-computing-system/117929-problem-ucs-00.html
//www.cisco.com/c/ko_kr/support/docs/servers-unified-computing/unified-computing-system/117929-problem-ucs-00.html


Microsoft 측에서 MPIO 기능을 활성화합니다.역할 및 기능 추가에서 MPIO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2.



   

관련 정보

Hyper-V 가상 파이버 채널 개요 ●

가상 머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개요 ●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hh831413.aspx
http://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hh831435.aspx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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