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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E7 프로세서가 있는 UCS(Unified Computing System) 플랫폼에서 OVA(Open
Virtualization Archive) 템플릿이 로드되지만 호스트가 부팅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문제

E7 프로세서가 있는 UCS 플랫폼을 실행하는 시스템에서는 OVA 템플릿이 로드된 후 호스트가 부
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실패는 다음 오류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An error was received from the ESX host while powering on VM VaderServer1.

Failed to power on VM.

Could not power on VM : CPU min outside valid range.

Group host/user: Invalid CPU allocation requested for VM vmm0:VaderServer1.

(min: 5060 mhz, max: -1, minLimit: -1, shares: -3)

솔루션

릴리스 8.6(2) 이상에서는 CPU(Central Processor Unit) 예약이 OV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CPU 예
약 번호는 E7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Xeon 7500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며, 가상 CPU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클보다 높습니다.랩 테스트에서는 2.4GHz E7 프로세서의 성능이 2.53GHz Xeon 7500
프로세서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따라서 E7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가상 머신에서
5,000, 10,000 또는 20,000 구축 옵션에 대한 예약 번호를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VMware vSphere Client에서 가상 머신이 생성된 호스트를 선택합니다.1.
CPU 작업 아래의 Summary(요약) 탭을 클릭합니다.하나의 가상 CPU에 대해 사용 가능한
CPU 주기(GHz)를 확인합니다.

2.

OVA 템플릿을 구축한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끕니다.3.
vSphere Client의 왼쪽 창에서 가상 머신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dit
Settings를 선택합니다.

4.

Virtual Machine Properties 대화 상자에서 Resources(리소스) 탭을 선택합니다.5.



   

Settings(설정) 열에서 CPU를 선택합니다.6.
Resource Allocation(리소스 할당)의 Reservation(예약) 텍스트 상자에 새 예약 값(2단계에서
결정한 가상 CPU의 경우 사용 가능한 CPU 사이클에 CPU 수를 곱한 값(GHz)을 입력합니다.

7.

OK(확인)를 클릭하여 Virtual Machine Properties(가상 머신 속성)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8.
가상 컴퓨터의 전원을 켜십시오.9.

관련 정보

Unity Connection 릴리스 8.6.2●

Unity Connection 릴리스 9.x●

Unity Connection 릴리스 8.6.2에 대한 OVA 템플릿 세부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content/en/us/td/docs/voice_ip_comm/connection/8x/installation/guide/8xcucigx/8xcucig020.html#wp638041
/content/en/us/td/docs/voice_ip_comm/connection/9x/installation/guide/9xcucigx/9xcucig020.html#wp653172
http://docwiki.cisco.com/wiki/OVA_Template_Details_for_Unity_Connection_Release_8.6.2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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