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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Microsoft(MS) Hyper-V 서버에서 Cisco Nexus 1000V(N1KV) Series 스위치를 트러
블슈팅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Hyper-V에서의 구현은 ESXi와 크게 다르므로 자
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대부분의 정보는 엔지니어링 NPI(New Product Introduction)와 베타 테스트 중에
발생한 문제를 통해 직접 제공됩니다.이 문서는 본질적으로 동적이며 그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N1KV Series 스위치●

MS Hyper-V 서버●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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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문제

Installer 응용 프로그램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 섹션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설명합니다.

Installer 응용 프로그램을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이 애플리케이션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VSM(Virtual Supervisor Module)이 많은 플랫폼에서 시작될 때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종종
실패합니다.

●

관리 인터페이스를 이동하지 않아도 관리(관리) 인터페이스를 MS 논리 스위치로 이동하고 사
용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

생성된 논리 스위치는 팀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즉, 스위치 또는 관리 인터
페이스에 이중화가 없습니다.

●

논리 스위치에 다른 NIC(Network Interface Card)를 추가하여 팀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이중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새 스위치를 생성하고 모든 항목을 이동해야 이중화가 가능합니다.

●

VSM을 설치하는 호스트가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애플리케이션은 인식하지 못합니다.즉, 가상
디스크가 클러스터 스토리지가 아니라 로컬 스토리지에 설치됨을 의미합니다.

●

이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 네트워크 세트로 네트워크 업링크를 생성합니다.모든 네트워크 세
그먼트에는 시스템 네트워크 집합이 있어야 합니다.이것은 주요 버그이므로 주의하십시오.

●

설치 관리자 응용 프로그램 로그 위치

Installer 애플리케이션은 그린필드 환경에서 작동하기 위한 것입니다.이전에 설정된 컨피그레이션



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설치 프로그램 오류 출력 여부를 확인하려면 C:> Users >
<username> > AppData > Local > Temp > 2 > Nexus1000vInstaller_xxxxxxxx.txt를 선택하고 로그
를 확인합니다.

설치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 NIC 마이그레이션

Installer 애플리케이션의 기본(및 전용) 동작은 관리 인터페이스가 연결된 물리적 NIC를 표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설치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관리 NIC인 NIC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Installer 응용 프로그램:

MS 논리 스위치를 만듭니다.1.
VSM이 있는 두 호스트를 논리적 스위치에 추가합니다.2.
관리 NIC를 논리 스위치의 가상 nNIC로 마이그레이션3.
해당 논리 스위치에 VSM 네트워크 연결을 추가합니다.4.

이 그림에서는 호스트 중 하나에 MS 논리 스위치가 할당되어 있고 관리 트래픽을 전달하는 가상
NIC가 할당되어 있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생성된 논리 스위치를 볼 때 업링크가 업링크 팀 없음으로 정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스
위치에는 다른 NIC 또는 팀을 이룬 NIC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스위치가 생성
되면 팀의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또한 Installer Application에서는 팀을 구성한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스위치를 팀으로 변경하려면 스위치를 제거하고 팀 구성 집합으로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이것은 가
능하지만 지루하다.리던던던시를 원하므로, 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및 VSM용 논리적 스위치가 모든 스위치에 생성되지 않음

VSM은 이 두 호스트에만 연결되어 있으므로 또 다른 문제입니다.따라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과
Cisco HA(Home-Agent)는 호스트 2개로 제한됩니다.다른 Hyper-V 호스트를 생성된 MS 논리 스위
치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옵션이 있지만 Installe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Installer 응용 프로그램에서 클러스터 기반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VSM VM(Virtual Machine) 설정이 생성되면 Availability의 값이 Low입니다.MS는 고가용성 값이
High인 VM만 클러스터 기반 스토리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VSM VD(가상 디스크) 및
VM 정보가 Hyper-V 호스트의 로컬 스토리지에 배치됩니다.이는 VSM VM에 대한 실시간 마이그레
이션 및 HA를 제한합니다.



참고:죄송합니다. VSM이 생성되면 VSM에 대한 가용성 설정을 변경하는 절차가 검색되지 않
았습니다.  

설치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성하는 VSM 구성 문제

Installer 응용 프로그램은 VSM에 매우 기본적인 구성을 만들고 해당 구성 중 일부를
SCVMM(System Center Virtual Machine Manager)으로 가져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N1KV 측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기본 논리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기본 네트워크 세그먼트 풀을 생성합니다.●

기본 업링크 네트워크 생성●

채널 그룹 MAC 피닝을 사용하여 기본 eth 포트 프로필을 만듭니다.●

제한 없이 기본 veth 포트 프로필을 만듭니다.●

기본 IP 풀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SCVMM에서 N1KV 논리 스위치 생성●

응용 프로그램은 VSM에서 이러한 설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논리 스위치를 만들 때 SCVMM에 이
정보를 채웁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컨피그레이션 측면에서 잘 작동하지만 업링크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습니다.네
트워크 업링크는 다음과 같이 생성됩니다.



nsm network uplinkn1kv_uplink_network_1_VSM-install1

 import port-profile n1kv_uplink_network_policy_VSM-install1

 allow network segment pool n1kv_network_segment_pool_VSM-install1

 native network segment n1kv_vmaccess_1_VSM-install1

 system network uplink

 publish network uplink

시스템 네트워크 업링크가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시스템 네트워크 업링크 집합이 있는 업링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링크를 사용하는 모든 네트워크 세그먼트 및 포트 프로필도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업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세그먼트는 32개로 제한됩니다.

이것이 문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VLAN 152에 대한 새 네트워크 세그먼트 및 IP 풀 템플릿을 구축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VSM-install1(config)# nsm ip pool template vlan-152

VSM-install1(config-ip-pool-template)# ip address 192.168.152.2 192.168.152.253

VSM-install1(config-ip-pool-template)# network 192.168.152.0 255.255.255.0

VSM-install1(config-ip-pool-template)# default-router 192.168.152.1

VSM-install1(config)# nsm network segment segment-vlan-152

VSM-install1(config-net-seg)# switchport mode access

VSM-install1(config-net-seg)# switchport access vlan 152

VSM-install1(config-net-seg)# ip pool import template vlan-152

VSM-install1(config-net-seg)# member-of network segment pool n1kv_network_

  segment_pool_VSM-install1

VSM-install1(config-net-seg)# publish network segment

VSM-install1(config-net-seg)#

SCVMM N1KV 확장을 새로 고치고 생성한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대한 VM 네트워크를 추가합니다
.새 VM 네트워크에 VM을 할당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가 발생합니다.

Error (12700)

 Failed while applying switch port settings 'Ethernet Switch Port Profile Settings'

 on switch 'n1kv_VSM-install1': A device attached to the system is not functioning.

 (0x8007001F). Unknown error (0x8005)

Error (26908)

 Virtual switch on host to which the virtual network adapter is to be connected

 (n1kv_VSM-install1) is a non compliant logical switch instance



이러한 오류는 네트워크 업링크가 시스템 네트워크를 전달하며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전달하지 않
기 때문에 발생합니다.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시스템 네트워크 없이 새 네트워크 업링크를 만들
거나 새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시스템 네트워크를 추가합니다. 

SCVMM에서 VSM에 연결할 수 없음

VSM과 SCVMM 간의 연결은 Hyper-V와 ESXi의 연결이 다릅니다.Hyper-V 솔루션에서 SCVMM은
Cisco(Nexus 1000V) API와 통신합니다.즉, SCVMM 호스트에서 연결이 설정되고 유지 관리됨을 의
미합니다.VSM에서 show svs connection 명령을 사용하면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이 솔루션
에는 SVS 연결이 없습니다.

또한 SCVMM은 30분마다 VSM을 폴링합니다.즉, VSM의 변경 사항이 SCVMM에 즉시 나타나도록
하려면 강제로 새로 고쳐야 합니다.  

공급자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Hyper-V용 공급자는 ESXi의 N1KV용 플러그인과 유사합니다.차이점은 각 VSM에 고유한 공급자가
없다는 것입니다.공급자 설치를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이렇게 하면 VSM과의 통화 방법을 이해
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SCVMM에 채워집니다.

공급자는 각 VSM에 한정되지 않습니다.공급자가 Windows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레지
스트리에서 VSEM을 검색하거나 다음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를 삭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레지스트리에서 항목을 삭제하고 SCVMM 서비스를 다
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항목에서 모듈의 위치를 확인합니다.공급자 DLL(Dynamic Loadable Library)은
c:\Program Files\Cisco\Nexus1000V에 설치해야 하며 공급자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powershell
스크립트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DLL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DLL이 손상된 경우 DLL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제어판을 사용하여 공급자 제거/재설치

Hyper-V Server 2012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제거를 통해 공급자 제거가 완료되었습니다.공급자를
다시 설치하려면 공급자 설치 프로그램을 두 번 클릭합니다. 

내선 규정 준수 확인

공급자 확장이 활성 상태이고 SCVMM에서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Settings(설정) >
Configuration Providers(컨피그레이션 공급자)로 이동합니다.Cisco Systems Nexus 1000V
Extension이 활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이는 확장이 SCVMM에서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VSM과 SCVMM 간의 연결 확인

SCVMM은 VSM과 통신하므로 SCVMM 호스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SCVMM 호스트에서 VSM을 ping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N1KV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VSM을 ping할 수 없는 경우 Windows 방화벽을 확인하고 네트워크 연결 문제를 확인합니다
.VSM과 SCVMM이 동일한 서브넷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API를 확인하려면 Internet Explorer(IE)를 사용하고 다음 문자열과 함께 VSM REST API를 찾습니
다.http://<vsm-ip>/api/n1kv.

다음 출력을 받아야 합니다.



API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확인합니다.

SCVMM 호스트에 구성된 인터넷 프록시가 없습니다.SCVMM은 IE에 정의된 프록시를 상속합
니다.프록시가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IE의 인터넷 설정을 확인하십시오.VSM에 대한 예
외를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웹 서버 및 API는 VSM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VSM에서 http-server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포트 80 트래픽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참고:현재 VSM은 HTTP 또는 HTTPS에 대한 API 호출을 처리하지만 SCVMM은 HTTP로만
제한됩니다.

VEM(Virtual Ethernet Module) 문제

Hyper-V의 N1KV는 L3 컨트롤만 사용합니다.L2 컨트롤로 Hyper-V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Hyper-V의 컨피그레이션 L3 제어는 VMware에서 유사한 컨피그레이션보다 훨씬 쉽습니다.VEM에
NIC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VSM은 Hyper-V Server 2012 관리 NIC에 직접 연결합니다.관리
NIC를 VEM 모듈에 연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L3 컨트롤을 위해 특별한 veth 포트 프로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VEM을 설치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SCVMM을 사용하는 VMware Update Manager(VUM) 구성
요소가 없습니다.확장 구성 요소를 설치하는 기능은 SCVMM에 직접 구축됩니다.VEM이 Hyper-V
호스트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SCVMM은 대상 Hyper-V 호스트에 VEM을 자동으로 복사하여 설치
합니다.수동으로 VEM을 설치하려면 호스트에서 VEM 설치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두 번 클릭하
면 됩니다.제거는 제어판에서 제거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Hyper-V 호스트가 N1KV에 설치되지 않음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SCVMM을 통해 Hyper-V 호스트가 N1KV에 추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개의 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VEM 설치가 실패할 때 SCVMM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오류입니다.

Hyper-V 호스트에서 이전 네트워크 팀 확인

Hyper-V 호스트에 다른 N1KV의 이전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N1KV에 호스트를 추가하기
전에 이전 팀을 삭제해야 합니다.Hyper-V 호스트에서 Powershell을 실행하고 Get-NetSwitchTeam
명령을 입력합니다.이전 팀이 나타나면 Remove-NetSwitchTeam 명령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합니
다.

PS C:\> Get-NetSwitchTeam

Name: HPV7b9901d8-70b8-4063-b60e-bcd6679384f7 <<<< Logical Switch name is ?HPV?

Members: Ethernet

PS C:\> Remove-NetSwitchTeam -Name HPV7b9901d8-70b8-4063-b60e-bcd6679384f7

 

NIC 및 N1KV의 MTU(Maximum Transmission Unit)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Hyper-V의 MTU 설정은 NIC 설정을 통해 NIC별로 설정됩니다.팀을 생성할 때 MS는 팀에 있는 모
든 NIC의 MTU 설정이 동일해야 합니다. 

MTU 설정을 설정하고 확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 번째는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을
통해서입니다.두 번째 방법은 Powershell을 사용하는 것입니다.다음은 MTU 설정을 동시에 가져오
고 설정하기 위해 Powershell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PS C:\Program Files (x86)\cisco\Nexus1000V>

 Get-NetAdapterAdvancedProperty -RegistryKeyword

 *jumbo* -Name ?  | Set-NetAdapterAdvancedProperty

 -RegistryValue

오래된/이전 N1KV 컨피그레이션으로 인해 새 컨피그레이션이 작동하지 않음

Hyper-V 호스트에 오래된 N1KV 컨피그레이션이 있는 경우 새 컨피그레이션에 추가할 수 없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SCVMM 또는 Hyper-V Manager에서 이전 N1KV를 삭제하면
컨피그레이션이 정리됩니다.그러나 Hyper-V 호스트 레지스트리에서 이전 N1KV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하고 삭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gedit 명령을 입력하고 다음 위치에서 N1KV 컨피그레이션을 삭제합니다.



HKEY_LOCAL_MACHINE\SYSTEM > CurrentControlSet > Services > VMSMP >

  Parameters >SwitchList

레지스트리 항목을 삭제한 후 Hyper-V Manager를 통해 정리하고 다시 부팅합니다. 

필수 드라이버를 찾을 수 없음 오류

N1KV에 Hyper-V 호스트를 추가하려고 할 때 필요한 드라이버 또는 MSI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다음은 작업 창의 오류 샘플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N1KV VEM 코드가 SCVMM 서버에 없음을 의미합니다.SCVMM 서버는 Hyper-V
호스트에 설치된 확장을 확인해야 합니다.VEM 코드가 Hyper-V 호스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도 N1KV VEM 설치 프로그램을 SCVMM 서버의 디렉터리에 복사해야 합니다.

N1KV VEM 설치 프로그램이 SCVMM 서버의 C:\ProgramData\Switch Extension Drivers에 복사되
었는지 확인합니다.존재하지 않는 경우 파일을 디렉토리에 복사하고 Hyper-V 호스트를 N1KV에 추
가합니다.

VSM에 VEM 모듈이 표시되지 않음

이 경우 모든 것이 SCVMM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듈은 VSM에 나타나지 않습니다.구성
이 너무 간단하므로 Hyper-V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런 일이 일어날
때, 시도할 간단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Hyper-V 호스트에서 N1KV 프로세스 다시 시작

문제를 나타내는 Hyper-V 호스트에서 N1KV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려면 작업 관리자 또는 서비스
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Task Manager에서 N1KV 서비스의 스크린샷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Restart(재시작):



VEM 팀이 올바르게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SCVMM에서 논리적 스위치를 만들 때 팀 또는 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N1KV를 사용하면 NIC가
하나만 연결된 경우에도 항상 팀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논리적 스위치에 대한 Team 설정을 설정할 위치를 보여주는 스크린샷입니다.



호스트 재부팅 후 모든 VETH 포트가 다운됨

Hyper-V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기능을 제공합니다.VM의 전원이 켜지고 관리에서 재부팅
을 실행한 경우 VM의 상태가 일시 중지되고 재부팅됩니다.시스템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면 가능
한 한 빨리 VM을 다시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려고 시도합니다.이는 재부팅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모
든 VM을 실시간 마이그레이션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문제는 VEM 프로세스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Hyper-V가 VM을 다시 온라인으로 가져온다는 것입
니다.해결 방법은 자동 시작 지연으로 VM을 설정하는 것입니다.Engineering에서는 Hyper-V가 모든
VM의 재개/전원을 켜기 전에 VEM 및 VSM이 통신할 수 있도록 30초 지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호환 스위치 오류를 찾을 수 없음

VM을 생성 또는 N1KV로 이동하거나 한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VM을 실시간 마이그레이션하
려고 할 때 다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류보다 큰 경고 메시지입니다.작업 화면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오류가 발
생한 것은 아닙니다.문제는 SCVMM이 자체, VSM 및 VEM 간에 호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
입니다.어떤 이유로 SCVMM은 상태가 동기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특정 호스트에 대해
N1KV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개별 호스트의 규정 준수는 Fabric(패브릭) >
Logical switches(논리적 스위치)> <N1KV 논리적 스위치>에서 모니터링됩니다.

화면 상단의 리본에서 Hosts(호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호스트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호스트를 재구성해야 합니다.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호스트를
선택하고 화면 상단의 Remediate 버튼을 클릭합니다.이렇게 하면 SCVMM이 자체, VSM 및 VEM
모듈 간에 데이터를 동기화하도록 트리거됩니다.몇 분 후 상태가 Compliant(준수)로 변경되며 오류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참고:규정 준수 상태가 항상 Compliant로 즉시 업데이트되는 것은 아닙니다.1~2분 정도 기다
렸다가 작동하지 않으면 다시 시도하십시오.



기타 문제 및 유용한 명령

이 섹션에서는 Hyper-V의 N1KV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문제 및 유용한 명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VSM은 Hyper-V에 중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중첩된 Hyper-V 호스트에서 VSM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ESXi와 달리 어떤 이유로 VSM은 가
상 Hyper-V 호스트에서 실행할 수 없습니다.엔지니어링은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지금은 우선 순위
가 낮으므로 이러한 제한 사항에 유의하십시오.그러나 중첩된 ESXi 호스트에서 VSM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가능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VMQ(Virtual Machine Queuing)

VMQ는 VMware VMDQ(Virtual Machine Device Queue)와 거의 동일합니다.VMQ는 물리적 NIC가
VMQ를 지원해야 합니다.NIC는 시스템의 각 VM에 대한 네트워크 대기열을 생성하므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하이퍼바이저에서 VM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VM의 네트워크 성능이
향상됩니다.

참고:VMQ를 사용하려면 시스템의 물리적 NIC가 VMQ/VMDQ를 지원해야 합니다.현재 Cisco
VIC 어댑터는 VMQ/VMDQ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VMQ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Powershell 명령

Hyper-V 호스트의 Powershell을 통해 VMQ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유용한 명령이 있
습니다.

Get-NetAdapterVmq●

Get-NetAdapterVmqQueue●

VMQ를 확인하기 위해 vemcmd 명령 사용

이는 대기열이 할당된 VETH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 명령입니다.

>vemcmd show vmq allocation

  LTL   VSM Port  Phy LTL  Queue id  Team queue id

   49     Veth13       17        1                49

                18        2              49

   50     Veth14       17        2                50

                18        3              50

   51     Veth16       19        1                51

                20        1              51

VMQ 리소스를 보기 위해 Vemcmd 사용

이 명령은 VMQ 지원 물리적 NIC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vemcmd show vmq resources

  LTL   VSM Port  Max queues  Free queues



   17     Eth3/1          16           10

   18     Eth3/2          16           10

   19     Eth3/3           8            7

유용한 PowerShell 명령

VSM에 데이터를 끌어오거나 푸시하는 몇 가지 Powershell 명령이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VM의 설
치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N1KV에 스크립팅할 수 있습니다.또한 SCVMM과 N1KV 개체 간의 관계를
보여 주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SCVMM의 Powershell 사용

SCVMM 플러그인이 있는 Powershell을 사용해야 합니다.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SCVMM 콘
솔에서 Powershell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Get-SCPortClassification 명령

이 명령은 SCVMM 포트 분류와 연결된 N1KV 포트 프로필 간의 링크를 보는 데 사용됩니다.

PS C:\Users\Administrator.HYPERV> Get-SCPortClassification

Name              : NexusNoRestrict-2

Description       :

ServerConnection  : Microsoft.SystemCenter.VirtualMachineManager.

                    Remoting.ServerConnection

ID                : 9f8819c1-8b53-42bd-a6fd-0173804e3194

IsViewOnly        : False

ObjectType        : PortClassification

MarkedForDeletion : False

IsFullyCached     : True

Get-SCVirtualNetworkAdapterExtensionPortProfile 명령

이 명령은 업링크 포트 프로필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 사용됩니다.

PS C:\Users\Administrator.HYPERV> Get-SCVirtualNetworkAdapterExtensionPortProfile

Name                    : NoRest-unicast-norest

ExternalId              : 308ad66b-7c42-4067-90af-13f7a6e59afe

NetworkEntityAccessType : ExternallyManaged

VirtualSwitchExtension  : n1kv-test

Tags                    : {}

AllowedVNicType         : Both

MaxNumberOfPorts        : 32

MaxNumberOfPortsPerHost : 216

ProfileData             : 0

ServerConnection        : Microsoft.SystemCenter.VirtualMachineManager.

                          Remoting.ServerConnection



ID                      : 8934a01c-0cb7-4ee2-ae9d-21ff5b26568f

IsViewOnly              : False

ObjectType              : VirtualSwitchExtensionVirtualPortProfile

MarkedForDeletion       : False

IsFullyCached           : True

Get-SCConfigurationProvider 명령

이 명령은 SCVMM 서버에 로드된 Provider Extensions에 대한 정보를 보는 데 사용됩니다.

PS C:\Users\Administrator.HYPERV> Get-SCConfigurationProvider

Name              : Cisco Systems Nexus 1000V

Type              : VirtualSwitchExtensionManager

Description       : Provider for Cisco Systems Nexus 1000V

                    Virtual Switch Extension Manager

LatestVersion     : 1.0

PublishDate       :

Publisher         : Cisco Systems, Inc.

Manufacturer      : Cisco Systems, Inc.

Model             : {Nexus 1000V}

Error             :

ServerConnection  : Microsoft.SystemCenter.VirtualMachineManager.

                    Remoting.ServerConnection

ID                : 22a8f431-b5fe-4ee8-a0f5-9b5a99f723f2

IsViewOnly        : False

ObjectType        : ConfigurationProvider

MarkedForDeletion : False

IsFullyCached     : True

Vemcmd 및 Vemlog 위치

VEM 명령은 C:> 프로그램 파일(x86) > Cisco > Nexus1000V.

레지스트리를 통해 물리적 어댑터 인벤토리 확인

레지스트리에서 N1KV에 대한 물리적/물리적 연결을 확인하려면 다음 레지스트리 위치에 액세스합
니다.

레지스트리 하이브:HKEY_LOCAL_MACHINE > SYSTEM > CurrentControlSet●

레지스트리 키:Services(서비스) > Nexus1000V > Parameters(매개변수) > HostPhyAdapter●

임시 템플릿으로 인해 N1KV 개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SCVMM 서비스 템플릿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템플릿을 구현하고 VM을 빌드하고 셀프 서비스 사용
자가 자체 VM을 생성하도록 허용한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임시 템플릿은
SCVMM을 통해 볼 수 있는 개체가 아닙니다.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임시 템플릿을 삭제하려면
SCVMM Powershell을 사용해야 합니다.

 Get-SCVMTemplate | where {$_.Name -like "Temporary*"} | Remove-SCVMTemplate 

N1KV에 할당된 VM에서 논리적 스위치 규정 준수 오류 수신



   

컴플라이언스 오류는 SCVMM이 작동하는 방식의 기능일 수 있습니다.N1KV는 SCVMM에서 완전
히 호환될 수 있지만 규정 준수 오류가 계속 발생합니다.

VM에 대한 네트워크 설정을 선택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이 메시지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MS 클러스터의 노드 중 하나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SCVMM은 모든 노드가 규정을 준
수하지 않음을 발견하며, 문제가 있는 노드를 제거하거나 수정할 때까지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SCVMM에서 예상되는 동작입니다.

문제가 있는 노드를 확인하려면 SCVMM 또는 클러스터 장애 조치 관리자를 사용하고 문제 노드를
수정하십시오.노드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하거나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
.완료되면 N1KV에 VM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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