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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의 제품 사양 및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모든 설명, 정보 및 권장 사항은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에 해 명시적이든 묵
시적이든 어떠한 보증도 없이 제공됩니다. 모든 제품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동봉된 제품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제한 보증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 패킷에 설명되어 있으며 본 참조 문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
스 또는 제한 보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CISCO 담당자에게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다음 정보는 클래스 A 디바이스의 FCC 준수 관련 정보입니다. 이 장비에 해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FCC 규칙 Part 15에 따른 클래스 A 디지털 디바이스의 제한
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장비를 상업 환경에서 작동하는 경우 유해한 간섭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를 생성, 사용 및 방사할 수 있으며 지침 매뉴얼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장비
를 작동하는 경우 유해한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간섭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는 클래스 B 디바이스의 FCC 준수 관련 정보입니다. 이 장비에 해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FCC 규칙 Part 15에 따른 클래스 B 디지털 디바이스의 제한
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장비를 가정에 설치하는 경우 유해한 간섭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
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사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서 간
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비가 라디오 또는 TV 수신을 간섭하는 경우(장비를 껐다 켜 보면 확인 가능) 사용자는 다음 방법 중 한 가지 이상
의 방법을 통해 간섭을 수정해야 합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안테나를 다른 곳에 배치합니다.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힙니다.

•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합니다.

• 구매처 또는 전문 라디오/TV 기사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Cisco에서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제품을 수정하면 FCC 승인이 무효화되고 제품 작동 권한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Cisco의 TCP 헤더 압축은 UNIX 운영 체제의 UCB 공개 도메인 버전의 일부로서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UCB)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구현
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198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여기에 언급된 기타 모든 보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급자의 모든 문서 및 소프트웨어는 모든 결함이 포함된 "있는 그 로" 제공됩니다. CISCO 및 위에 언급된 
모든 공급업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타인의 권리 비침해 또는 처리, 사용,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단, 이에 한하지 
않음)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모든 종류의 보증을 부인합니다.

Cisco 또는 해당 공급업체는 피해의 가능성에 해 언급한 경우라도 이 설명서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손실,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을 포
함하여(단, 이에 한하지 않음) 간접, 특별, 중  또는 부수적 손해에 해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CDE, CCENT, CCSI, Cisco Eos, Cisco Explorer, Cisco HealthPresence, Cisco IronPort, Cisco 로고, Cisco Nurse Connect, Cisco Pulse, Cisco SensorBase, 
Cisco StackPower, Cisco StadiumVision, Cisco TelePresence, Cisco TrustSec,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Cisco WebEx, DCE, Flip Channels, Flip for 

Good, Flip Mino, Flipshare(디자인), Flip Ultra, Flip Video, Flip Video(디자인), Instant Broadband 및 Welcome to the Human Network는 미국 및 기타 특정 국가
에서 Cisco 및/ 또는 그 계열사의 상표입니다. Changing the Way We Work, Live, Play 및 Learn, Cisco Capital, Cisco Capital(디자인), Cisco:Financed(스타일), 
Cisco Store, Flip Gift Card 및 One Million Acts of Green은 미국 및 기타 특정 국가에서 Cisco 및/ 또는 그 계열사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Access Registrar, Aironet, 
AllTouch, AsyncOS, Bringing the Meeting To You, Catalyst, CCDA, CCDP, CCIE, CCIP, CCNA, CCNP, CCSP, CCVP, Cisco, Cisco Certified Internetwork 

Expert 로고, Cisco IOS, Cisco Lumin, Cisco Nexus, Cisco Press, Cisco Systems, Cisco Systems Capital, Cisco Systems 로고, Cisco Unity, Collaboration 
Without Limitation, Continuum, EtherFast, EtherSwitch, Event Center, Explorer, Follow Me Browsing, GainMaker, iLYNX, IOS, iPhone, IronPort, IronPort 로고, 
Laser Link, LightStream, Linksys, MeetingPlace, MeetingPlace Chime Sound, MGX, Networkers, Networking Academy, PCNow, PIX, PowerKEY, 

PowerPanels, PowerTV, PowerTV(디자인), PowerVu, Prisma, ProConnect, ROSA, SenderBase, SMARTnet, Spectrum Expert, StackWise, WebEx 및 WebEx 
로고는 미국 및 기타 특정 국가에서 Cisco 및/ 또는 그 계열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Cisco 및 Cisco Logo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및/또는 그 계열사의 상표입니다. Cisco 상표 목록은 www.cisco.com/go/trademarks 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언급된 타사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파트너"라는 용어는 사용에 있어 Cisco와 기타 회사 간의 파트너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005R)

이 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전화번호는 실제 주소와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예제, 명령 표시 출력, 네트워크 토폴로지 
다이어그램 및 다른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이며, 실제 IP 주소나 전화번호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의도하지 않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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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서문에서는 Cisco UCS C220 M4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의 상 독자, 구성, 표기 규칙에 
해 설명합니다. 또한 관련 설명서를 얻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대상
이 가이드는 Cisco 서버를 구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숙련된 네트워크 관리자를 상으로 합니다.

표기 규칙
이 문서에서는 참고, 주의, 안전 경고에 다음 표기 규칙을 사용합니다. 참고 및 주의는 사용자가 알
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참고 독자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참고에는 유용한 제안이나 해당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에 한 참조 정보가 포함됩니다.

주의 독자가 유의해야 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주의는 장비 손상 또는 데이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용자 작업에 한 정보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잘못 수행할 경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절차에 해 설명할 때 안전 경고가 표시
됩니다. 각 경고문 앞에는 경고 기호가 표시됩니다.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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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IMPORTANT SAFETY INSTRUCTIONS

This warning symbol means danger. You are in a situation that could cause bodily 
injury. Before you work on any equipment, be aware of the hazards involved with 
electrical circuitry and be familiar with standard practices for preventing accidents. 
Use the statement number provided at the end of each warning to locate its translation 
in the translated safety warnings that accompanied this device. Statement 1071

SAVE THESE INSTRUCTIONS

Waarschuwing BELANGRIJKE VEILIGHEIDSINSTRUCTIES

Dit waarschuwingssymbool betekent gevaar. U verkeert in een situatie die lichamelijk 
letsel kan veroorzaken. Voordat u aan enige apparatuur gaat werken, dient u zich 
bewust te zijn van de bij elektrische schakelingen betrokken risico's en dient u op 
de hoogte te zijn van de standaard praktijken om ongelukken te voorkomen. Gebruik 
het nummer van de verklaring onderaan de waarschuwing als u een vertaling van 
de waarschuwing die bij het apparaat wordt geleverd, wilt raadplegen.

BEWAAR DEZE INSTRUCTIES

Varoitus TÄRKEITÄ TURVALLISUUSOHJEITA

Tämä varoitusmerkki merkitsee vaaraa. Tilanne voi aiheuttaa ruumiillisia vammoja. 
Ennen kuin käsittelet laitteistoa, huomioi sähköpiirien käsittelemiseen liittyvät 
riskit ja tutustu onnettomuuksien yleisiin ehkäisytapoihin. Turvallisuusvaroitusten 
käännökset löytyvät laitteen mukana toimitettujen käännettyjen turvallisuusvaroitusten 
joukosta varoitusten lopussa näkyvien lausuntonumeroiden avulla.

SÄILYTÄ NÄMÄ OHJEET

Attention IMPORTANTES INFORMATIONS DE SÉCURITÉ 

Ce symbole d'avertissement indique un danger. Vous vous trouvez dans une situation 
pouvant entraîner des blessures ou des dommages corporels. Avant de travailler 
sur un équipement, soyez conscient des dangers liés aux circuits électriques et 
familiarisez-vous avec les procédures couramment utilisées pour éviter les accidents. 
Pour prendre connaissance des traductions des avertissements figurant dans les 
consignes de sécurité traduites qui accompagnent cet appareil, référez-vous au 
numéro de l'instruction situé à la fin de chaque avertissement.

CONSERVEZ CES INFORMATIONS

Warnung WICHTIGE SICHERHEITSHINWEISE

Dieses Warnsymbol bedeutet Gefahr. Sie befinden sich in einer Situation, die 
zu Verletzungen führen kann. Machen Sie sich vor der Arbeit mit Geräten mit den 
Gefahren elektrischer Schaltungen und den üblichen Verfahren zur Vorbeugung 
vor Unfällen vertraut. Suchen Sie mit der am Ende jeder Warnung angegebenen 
Anweisungsnummer nach der jeweiligen Übersetzung in den übersetzten 
Sicherheitshinweisen, die zusammen mit diesem Gerät ausgeliefert wurden.

BEWAHREN SIE DIESE HINWEISE GUT 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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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vertenza IMPORTANTI ISTRUZIONI SULLA SICUREZZA 

Questo simbolo di avvertenza indica un pericolo. La situazione potrebbe causare 
infortuni alle persone. Prima di intervenire su qualsiasi apparecchiatura, occorre 
essere al corrente dei pericoli relativi ai circuiti elettrici e conoscere le procedure 
standard per la prevenzione di incidenti. Utilizzare il numero di istruzione presente alla 
fine di ciascuna avvertenza per individuare le traduzioni delle avvertenze riportate 
in questo documento. 

CONSERVARE QUESTE ISTRUZIONI

Advarsel VIKTIGE SIKKERHETSINSTRUKSJONER

Dette advarselssymbolet betyr fare. Du er i en situasjon som kan føre til skade på 
person. Før du begynner å arbeide med noe av utstyret, må du være oppmerksom 
på farene forbundet med elektriske kretser, og kjenne til standardprosedyrer for 
å forhindre ulykker. Bruk nummeret i slutten av hver advarsel for å finne oversettelsen 
i de oversatte sikkerhetsadvarslene som fulgte med denne enheten.

TA VARE PÅ DISSE INSTRUKSJONENE

Aviso INSTRUÇÕES IMPORTANTES DE SEGURANÇA 

Este símbolo de aviso significa perigo. Você está em uma situação que poderá ser 
causadora de lesões corporais. Antes de iniciar a utilização de qualquer equipamento, 
tenha conhecimento dos perigos envolvidos no manuseio de circuitos elétricos e 
familiarize-se com as práticas habituais de prevenção de acidentes. Utilize o número 
da instrução fornecido ao final de cada aviso para localizar sua tradução nos avisos 
de segurança traduzidos que acompanham este dispositivo.

GUARDE ESTAS INSTRUÇÕES 

¡Advertencia! INSTRUCCIONES IMPORTANTES DE SEGURIDAD

Este símbolo de aviso indica peligro. Existe riesgo para su integridad física. 
Antes de manipular cualquier equipo, considere los riesgos de la corriente eléctrica 
y familiarícese con los procedimientos estándar de prevención de accidentes. Al final 
de cada advertencia encontrará el número que le ayudará a encontrar el texto 
traducido en el apartado de traducciones que acompaña a este dispositivo. 

GUARDE ESTAS INSTRUCCIONES

Varning! VIKTIGA SÄKERHETSANVISNINGAR

Denna varningssignal signalerar fara. Du befinner dig i en situation som kan leda till 
personskada. Innan du utför arbete på någon utrustning måste du vara medveten om 
farorna med elkretsar och känna till vanliga förfaranden för att förebygga olyckor. 
Använd det nummer som finns i slutet av varje varning för att hitta dess översättning 
i de översatta säkerhetsvarningar som medföljer denna anordning.

SPARA DESSA ANVISNINGAR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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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so INSTRUÇÕES IMPORTANTES DE SEGURANÇA

Este símbolo de aviso significa perigo. Você se encontra em uma situação em que 
há risco de lesões corporais. Antes de trabalhar com qualquer equipamento, esteja 
ciente dos riscos que envolvem os circuitos elétricos e familiarize-se com as práticas 
padrão de prevenção de acidentes. Use o número da declaração fornecido ao final 
de cada aviso para localizar sua tradução nos avisos de segurança traduzidos que 
acompanham o dispositivo.

GUARDE ESTAS INSTRUÇÕES

Advarsel VIGTIGE SIKKERHEDSANVISNINGER

Dette advarselssymbol betyder fare. Du befinder dig i en situation med risiko for 
legemesbeskadigelse. Før du begynder arbejde på udstyr, skal du være opmærksom 
på de involverede risici, der er ved elektriske kredsløb, og du skal sætte dig ind 
i standardprocedurer til undgåelse af ulykker. Brug erklæringsnummeret efter 
hver advarsel for at finde oversættelsen i de oversatte advarsler, der fulgte med 
denne enhed.

GEM DISSE ANVISN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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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받기 및 서비스 요청 제출
관련 설명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C-Ceries 랙 마운트 서버의 설명서 세트에 한 설명은 다

음 링크의 로드맵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Cisco UCS C-Series 설명서 로드맵

문서 피드백
이 문서에 한 기술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오류 또는 누락 사항을 신고하려면 
ucs-docfeedback@external.cisco.com 으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설명서 받기 및 서비스 요청 제출
설명서 받기, Cisco BST(Bug Search Tool) 사용, 서비스 요청 제출, 추가 정보 수집에 한 자
세한 내용은 What's New in Cisco Product Documentation 
(http://www.cisco.com/c/en/us/td/docs/general/whatsnew/whatsnew.html)을 참고하십시오.

Cisco의 새로운 기술 설명서와 개정된 기술 설명서가 모두 나열된 What's New in Cisco Product 
Documentation을 RSS 피드로 구독하고 리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데스크톱으로 직접 콘텐
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RSS 피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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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장에서는 Cisco UCSC220 M4 서버의 기능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 외부 기능 개요, 1-1페이지

•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위치, 1-5페이지

• 서버 기능 요약, 1-6페이지

외부 기능 개요
이 장의 그림에는 외부 서버 기능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서버는 서로 다른 두 전면 패널/백플레인 컨피그레이션 중 하나가 적용된 2개 버전으로 주문 가
능합니다.

• Cisco UCS C220 M4 - 8개 드라이브 백플레인이 포함된 SFF(소형 폼 팩터) 드라이브 버전입
니다. 이 버전은 2.5인치 하드 드라이브 또는 SSD(Solid State Drive)를 8개까지 포함할 수 있
습니다. 그림 1-1을 참고하십시오.

• Cisco UCS C220 M4 - 4개 드라이브 백플레인이 포함된 LFF( 형 폼 팩터) 드라이브 버전입
니다. 이 버전은 3.5인치 하드 드라이브를 4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를 참고하십
시오.

• 후면 패널 기능은 두 서버 버전에서 동일합니다. 그림 1-3을 참고하십시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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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외부 기능 개요
그림 1-1에는 SFF 드라이브(8개 드라이브 버전 서버)의 전면 패널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1-1 Cisco UCS C220 M4 서버(SFF 드라이브 버전, 8개 드라이브) 전면 패널 기능 

1 드라이브(최  8개의 2.5인치 드라
이브)

7 팬 상태 LED

2 풀아웃 자산 태그 8 온도 상태 LED

3 작동 패널 버튼 및 LED 9 전원 공급 장치 상태 LED

4 전원 버튼/전원 상태 LED 10 네트워크 링크 활동 LED

5 장치 식별 버튼/LED 11 KVM 커넥터(USB 2.0 2개, VGA 1개, 시리얼 커넥
터 1개를 제공하는 KVM 케이블과 함께 사용됨)

6 시스템 상태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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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외부 기능 개요
그림 1-2에는 LFF 드라이브(4개 드라이브 버전 서버)의 전면 패널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1-2 Cisco UCS C220 M4 서버(LFF 드라이브 버전, 4개 드라이브) 전면 패널 기능 

1 드라이브(최  4개의 2.5인치 드라
이브)

7 팬 상태 LED

2 풀아웃 자산 태그 8 온도 상태 LED

3 작동 패널 버튼 및 LED 9 전원 공급 장치 상태 LED

4 전원 버튼/전원 상태 LED 10 네트워크 링크 활동 LED

5 장치 식별 버튼/LED 11 KVM 커넥터(USB 2.0 2개, VGA 1개, 시리얼 커넥
터 1개를 제공하는 KVM 케이블과 함께 사용됨)

6 시스템 상태 LED

HDD 02HDD 01 HDD 03 HDD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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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외부 기능 개요
그림 1-3에는 서버의 후면 패널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서버의 두 버전에서 동일합
니다. 

그림 1-3 Cisco UCS C220 M4 서버 후면 패널 기능 

1 PCIe 라이저 1/슬롯 1 7 시리얼 포트(RJ-45 커넥터)

2 PCIe 라이저 2/슬롯 2 8 듀얼 1Gb 이더넷 포트(LAN1 및 LAN2)

3 mLOM(모듈형 마더보드의 LAN) 카드 슬롯 9 VGA 비디오 포트(DB-15)

4 접지 러그 구멍(DC 전원 공급 장치용) 10 후면 장치 식별 버튼/LED

5 USB 3.0 포트(2개) 11 전원 공급 장치(최  2개, 1+1로 이중화됨)

6 1Gb 이더넷 전용 관리 포트

3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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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위치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위치
이 섹션에서는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의 위치에 해 설명합니다. 그림 1-4의 보기는 상
단 커버와 배플이 제거된 서버의 상면도입니다.

그림 1-4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위치

1 드라이브(SAS/SATA 드라이브는 운영중 교
체 가능)

10 마더보드의 TPM(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
듈) 소켓(이 보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2 냉각 팬 모듈(6개) 11 PCIe 라이저 2(1/2 높이 PCIe 슬롯 2)

3 슈퍼캡 전원 모듈(RAID 백업) 마운팅 브래킷 12 PCIe 라이저 1(전체 높이 PCIe 슬롯 1)

4 마더보드의 DIMM 소켓(24개) 13 섀시 바닥의 mLOM(모듈형 LOM)

5 CPU 및 열 싱크(최  2개) 14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PCIe 라이
저(수평 소켓이 있는 전용 라이저)

6 RAID 5 키용 임베디드 SATA RAID 헤더 15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7 마더보드의 SD 카드 베이(2개) 16 마더보드의 임베디드 SATA RAID 미니 
SAS 커넥터(이 보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8 마더보드의 내부 USB 3.0 포트 17 마더보드의 RTC 배터리

9 전원 공급 장치(최  2개, 1:1로 이중화하는 
경우 운영중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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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서버 기능 요약
서버 기능 요약
표 1-1에는 서버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표 1-1 Cisco UCS C220 M4 서버 기능

기능 설명

섀시 1RU(1개 랙 장치) 섀시가 제공됩니다.

프로세서 최  2개의 Intel Xeon E5-2600 v3 Series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마더보드에 DDR4 DIMM1 소켓 24개가 있습니다(각 CPU당 12개).

다중 비트 오류 
방지

다중 비트 오류 방지가 지원됩니다.

베이스보드 관리 Cisco IMC(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펌웨어를 실행하는 BMC가 
제공됩니다.

Cisco IMC 설정에 따라 1Gb 전용 관리 포트, 1Gb 이더넷 LOM 포트 또는 
Cisco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해 Cisco IMC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및 관
리 I/O

지원되는 커넥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Gb 이더넷 전용 관리 포트 1개
• 1Gb Base-T 이더넷 LAN 포트 2개
• RS-232시리얼 포트(RJ-45 커넥터) 1개
• 15핀 VGA2 커넥터 1개
• USB3 3.0 커넥터 2개
• 전면 패널 KVM 커넥터 1개(USB 2.0 2개, VGA 1개, 시리얼(DB-9) 커넥터 

1개를 제공하는 KVM 케이블과 함께 사용됨)

모듈형 LOM 추가 후면 패널 연결을 위한 mLOM 카드를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소켓(1Gb 또는 10Gb 이더넷 포트 최  4개)이 제공됩니다.

WoL 1Gb BASE-T 이더넷 LAN 포트는 WoL(Wake-on-LAN) 표준을 지원합니다.

전원 전원 공급 장치 2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C 전원 공급 장치(각 770W AC)

서버에서 여러 전원 공급 장치 유형 또는 전력을 혼합 사용하지 마십시오.

1+1로 이중화됩니다. 전원 사양, A-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ACPI 고급 컨피그레이션 및 전원 인터페이스(ACPI) 4.0 표준이 지원됩니다.

냉각 전면에서 후면으로 통풍되는 냉각을 제공하는 운영중 교체 가능한 팬 6개가 
제공됩니다.

PCIe I/O 2개 라이저(단일 라이저 어셈블리)에서 수평 PCIe4 확장 슬롯 2개가 제공됩
니다. 

슬롯 사양은 PCIe 카드 교체, 3-4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인피니밴드 이 서버의 버스 슬롯은 인피니밴드 아키텍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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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드라이브는 운영중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SAS/SATA 드라이브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전면 패널 드라이브 베이에 설치됩니다. 이 서버는 서로 다른 두 전면 패
널/백플레인 컨피그레이션 중 하나가 적용된 2개 버전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 Cisco UCS C220 M4 - 8개 드라이브 백플레인이 포함된 SFF(소형 폼 팩
터) 드라이브 버전입니다. 2.5인치 하드 드라이브 또는 SSD(Solid State 
Drive)를 8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C220 M4 - 4개 드라이브 백플레인이 포함된 LFF( 형 폼 팩
터) 드라이브 버전입니다. 3.5인치 하드 드라이브를 4개까지 포함할 수 있
습니다. 

내부 USB 스토리지 추가를 위해 USB Thumb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내부 USB 3.0 
포트 1개가 마더보드에서 제공됩니다.

SD 카드 최  2개의 SD 카드용 2개 내부 베이가 마더보드에서 제공됩니다.

RAID 1 컨피그레이션에서 플래시 드라이브 2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관리
(RAID)

이 서버에는 PCIe 스타일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전용 내부 라이
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서버는 자체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원하는 경우 RAID 5 키를 추가하여 이 임베디드 SATA RAID를 업그
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형 폼 팩터 드라이브(서버의 4개 드라이브 버전)
에서는 임베디드 RAID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AID5 컨트롤러 옵션 및 필요한 케이블의 목록은 지원되는 RAID 컨트롤러 및 
필요한 케이블, C-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RAID 백업 이 서버에는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에 사용되는 슈퍼캡 전원 모듈
용 마운팅 브래킷이 있습니다. 

비디오 최  1920 x 1200, 16bpp(60Hz)의 VGA 비디오 해상도와 최  256MB의 비
디오 메모리가 지원됩니다.

1. DIMM = Dual Inline Memory Module

2. VGA = Video Graphics Array

3. USB = Universal Serial Bus

4. PCIe =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5. RAID =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

표 1-1 Cisco UCS C220 M4 서버 기능 (계속)

기능 설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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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설치 

이 장에서는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해 설명하며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서버 포장 풀기 및 검사, 2-2페이지

• 서버 설치 준비, 2-3페이지

• 랙에 서버 설치, 2-5페이지

• 초기 서버 설정, 2-10페이지

• NIC 모드 및 NIC 이중화 설정, 2-14페이지

• 시스템 BIOS 및 Cisco IMC 펌웨어, 2-15페이지

• BIOS 및 Cisco IMC 펌웨어 업데이트, 2-15페이지

참고 서버를 설치, 작동 또는 점검하기 전에 Cisco UCS C-Series 서버 규정 준수 및 안전 정보에서 중
요 안전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경고 중요 안전 지침

이 경고 표시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를 작동하기 전에 전
기 관련 재해에 유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표준 절차를 숙지하십시오. 각 경고의 끝에는 이 장치
와 함께 제공되는 번역된 안전 경고문에서 해당 번역문을 찾을 수 있도록 명령문 번호가 제공됩
니다. 
명령문 1071

이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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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포장 풀기 및 검사

주의 내부 서버 구성 요소를 다룰 때 ESD 스트랩을 착용하고 모듈의 캐리어 에지만 만져야 합니다. 

정보 나중에 서버를 배송해야 할 경우에 비하여 배송 컨테이너를 보관하십시오.

참고 섀시는 배송에 앞서 철저한 검사를 받습니다. 배송 중에 손상되거나 어떤 품목이 사라진 경우 즉
시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1단계 서버를 카드보드 컨테이너에서 꺼내고 모든 포장재를 보관합니다.

2단계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제공한 장비 목록과 배송 품목을 비교합니다. 모든 품목이 도착했는지 확인
합니다.

3단계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하거나 손상된 곳이 있으면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알립
니다.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 배송업체 송장 번호(배송 전표 참고)

• 손상된 장치의 모델 및 일련 번호

• 손상에 한 설명

• 손상이 설치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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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설치 준비
이 섹션에서는 서버 설치를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설치 지침, 2-3페이지

• 랙 요건, 2-4페이지

• 장비 요건, 2-4페이지

• 슬라이드 레일 조정 범위 및 케이블 관리 암 크기, 2-4페이지

설치 지침

경고 시스템의 과열 방지 차원에서 최대 권장 주변 온도인 40°C(104°F)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작동하
지 마십시오. 
명령문 1047

경고 플러그-소켓 조합은 기본 분리 디바이스로 사용되므로 항상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명령문 1019

경고 이 제품은 건물의 단락(과전류) 차단 설비를 사용합니다. 보호 장치가 정격 250V, 15A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명령문 1005

경고 장비를 설치할 때는 지역/국가 전기 코드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명령문 1074

주의 적절한 공기 흐름을 유지하려면 레일 키트를 사용하여 서버를 랙에 설치해야 합니다. 레일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장치를 물리적으로 쌓거나 "스택" 방식으로 배치하면 서버 상단의 통기구가 막혀 
서버가 과열되고 팬 속도가 빨라지며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랙에 설치할 때
는 레일 키트에 서버를 마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레일은 서버 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제
공하기 때문입니다. 레일 키트를 사용하여 장치를 마운트할 때 서버 간에 추가로 공간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철공진(ferroresonant) 기술을 사용하는 UPS 유형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UPS 유형은 Cisco 
UCS 같은 시스템에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트래픽 패턴의 변화에 따라 전류 
요구량의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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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서버 설치에 앞서 사이트 컨피그레이션을 계획하고 사이트를 준비하십시오. 권장 사이트 계
획 작업은 Cisco UCS 사이트 준비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 서버 정비 작업 및 알맞은 공기 흐름 유지를 위해 서버 주변에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서버는 전면에서 후면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 공조 기능이 서버 사양, A-1페이지의 열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캐비닛 또는 랙이 "랙 요건" 섹션, 2-4페이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이트 전원이 서버 사양, A-1페이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를 사용하여 정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랙 요건
이 섹션에서는 표준 개방형 랙의 요건을 소개합니다.

랙은 다음 유형이어야 합니다.

• 표준 19인치(48.3-cm) 너비 4포스트 EIA 랙 - ANSI/EIA-310-D-1992 section 1 English 
universal hole spacing 규격의 마운팅 포스트 포함. 

• 랙 포스트 구멍은 0.38인치(9.6mm) 정사각형, 0.28인치(7.1mm) 원형, #12-24 UNC 또는 
#10-32 UNC도 가능합니다(제공된 슬라이드 레일 사용 시).

• 서버당 1RU(1.75인치, 44.45mm) 이상의 수직 랙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장비 요건
Cisco Systems에서 이 서버용으로 판매하는 슬라이드 레일을 설치할 때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
니다. 

지원되는 슬라이드 레일 키트 
이 서버는 다음의 두 가지 레일 키트 옵션을 지원합니다. 

• Cisco 부품 UCSC-RAILB-M4=(볼 베어링 레일 키트) 

• Cisco 부품 UCSC-RAILF-M4=(마찰 레일 키트) 

Cisco UCS C220 M3 서버용 레일 키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Cisco UCS C220 M4 서버용 레일 
키트는 해당 서버 전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슬라이드 레일 조정 범위 및 케이블 관리 암 크기
이 서버의 슬라이드 레일의 조정 범위는 610mm~914mm(24인치~36인치)입니다.

선택적 CMA(Cable Management Arm, 케이블 관리 암)를 사용하는 경우 길이 요건이 더 추가됩
니다.

• 서버 후면에서 CMA 후면까지의 추가 거리가 137.4mm(5.4인치)여야 합니다.

• CMA를 포함하는 서버의 총 길이가 894mm(35.2인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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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에 서버 설치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슬라이드 레일 설치, 2-5페이지

• 케이블 관리 암 설치(선택 사항), 2-8페이지

• 케이블 관리 암 뒤집기(선택 사항), 2-9페이지

슬라이드 레일 설치
이 섹션에서는 Cisco에서 판매하는 랙 키트를 사용하여 랙에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경고 이 장치를 랙에 마운트하거나 점검할 때 신체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이 안정된 상태로 유
지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침입니다.
이 유닛이 랙에 있는 유일한 유닛인 경우 랙의 맨 아래쪽에 마운트되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차 있는 랙에 이 유닛을 마운트할 때는 가장 무거운 구성 요소가 랙의 맨 아래쪽에 놓이도록 아래
쪽에서 위쪽으로 로드합니다.
랙에 안정화 디바이스가 제공되는 경우, 랙에 유닛을 마운트하거나 서비스 작업을 하기 전에 스태빌라이저를 
설치하십시오. 명령문 1006

1단계 서버측에 안쪽 레일을 어태치합니다.

a. 레일에 있는 키 슬롯 3개가 서버측의 3개 페그에 맞춰지도록 안쪽 레일을 서버의 한측에 맞춥
니다(그림 2-1 참고).

b. 페그에 키 슬롯을 놓은 다음 레일을 앞쪽으로 밀어 페그에 고정시킵니다. 전면 슬롯에는 전면 
페그에 슬롯을 잠글 수 있는 금속 클립이 있습니다.

c. 두 번째 안쪽 레일을 서버의 반 측에 설치합니다. 

그림 2-1 서버측에 안쪽 레일 어태치

1 서버의 전면 2 안쪽 레일의 잠금 클립

3
5

3
3

6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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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두 슬라이드 레일 어셈블리의 전면 고정판을 엽니다. 슬라이드 레일 어셈블리의 전면 끝에는 스프
링식 고정판이 있습니다. 랙 포스트 구멍에 마운팅 페그를 삽입하려면 먼저 이 고정판을 열어야 
합니다(그림 2-2 참고). 

어셈블리의 외부에 있는 녹색 화살표 버튼을 후면 방향으로 눌러 고정판을 엽니다.

그림 2-2 전면 끝 안쪽의 전면 고정 장치

3단계 다음과 같이 바깥쪽 슬라이드 레일을 랙에 설치합니다.

a. 슬라이드 레일 어셈블리 전면 끝 하나를 사용하려는 전면 랙 포스트 구멍에 맞춥니다.

슬라이드 레일 전면 끝이 랙 포스트 바깥쪽을 감싸도록 고정되며, 마운팅 페그는 바깥쪽 전면
에서 랙 포스트 구멍으로 들어갑니다(그림 2-2 참고).

참고 랙 포스트는 마운팅 페그와 개방된 고정판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b. 마운팅 페그를 바깥쪽 전면에서 랙 포스트 구멍에 밀어 넣습니다.

c. PUSH가 표시된 고정판 분리 버튼을 누릅니다. 스프링식 고정판이 닫혀 페그가 잠깁니다.

d. 슬라이드 레일 길이를 조정한 다음 후면 마운팅 페그를 해당하는 후면 랙 포스트 구멍에 밀어 
넣습니다. 슬라이드 레일은 전면에서 후면까지 수평 상태여야 합니다.

후면 마운팅 페그가 랙 포스트의 내부에서 후면 랙 포스트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e. 제2 슬라이드 레일 어셈블리를 랙의 반 편에 어태치합니다. 두 개의 슬라이드 레일 어셈블리
는 서로 같은 높이이고 전면에서 후면까지 수평 상태여야 합니다.

f. 각 어셈블리의 안쪽 슬라이드 레일을 랙 전면 쪽으로 잡아당겨 안쪽 정지 지점에 닿아 고정되
게 합니다.

1 전면 마운팅 페그 3 열린 위치에 오도록 뒤쪽으로 당긴 고정판

2 랙 포스트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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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서버 설치
랙에 서버 설치
4단계 슬라이드 레일에 서버를 끼웁니다.

주의 이 서버는 모든 구성 요소가 장착된 상태에서 최  59kg(67파운드)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서버를 들어 올릴 경우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거나 기계 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이 작업을 시도할 경우 부상을 입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a. 서버의 측면에 어태치된 안쪽 레일을 랙에 있는 빈 슬라이드 레일의 전면 끝에 맞춥니다.

b. 안쪽 정지 지점에 닿아 멈출 때까지 안쪽 레일을 랙의 슬라이드 레일에 밀어 넣습니다.

c. 분리 클립을 두 안쪽 레일의 후면 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전면 슬램 래치가 랙 포스트에 맞물
릴 때까지 랙에 서버를 계속 밀어 넣습니다.

그림 2-3 안쪽 레일 분리 클립

5단계 (선택 사항) 슬라이드 레일과 함께 제공된 나사 2개를 사용하여 서버를 랙에 더 단단히 고정합니
다. 서버가 설치된 랙을 이동하려면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서버를 슬라이드 레일에 완전히 밀어 넣은 상태에서 서버의 전면에 있는 힌지 슬램 래치 레버를 
열고 레버 아래에 있는 구멍을 통해 나사를 삽입합니다. 랙 포스트에 있는 레일의 고정 부분에 나
사를 조이면 서버가 밀려 나오지 않습니다. 반 쪽 슬램 래치에 해서도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1 안쪽 레일 분리 클립 3 랙 포스트에 어태치된 바깥쪽 레일

2 서버에 어태치되어 바깥쪽 레일로 삽입된 
상태의 안쪽 레일

3
5

3
3

6
4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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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에 서버 설치
케이블 관리 암 설치(선택 사항)

참고 CMA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CMA를 뒤집으려면 설치 전에 케이블 
관리 암 뒤집기(선택 사항), 2-9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1단계 서버를 랙에 완전히 밀어 넣은 상태에서 서버에서 가장 먼 CMA 암의 CMA 탭을 랙 포스트에 어태
치된 고정 슬라이드 레일의 끝으로 밉니다(그림 2-4 참고). 딸깍 소리가 나면서 잠기도록 탭을 레
일의 끝으로 밉니다.

2단계 서버에서 가장 가까운 CMA 탭을 서버에 어태치된 안쪽 레일의 끝으로 밉니다(그림 2-4 참고). 딸
깍 소리가 나면서 잠기도록 탭을 레일의 끝으로 밉니다.

3단계 랙의 너비에 맞춰질 때까지 CMA 어셈블리의 반 쪽 끝에 있는 너비 조정 슬라이더를 빼냅니다(그
림 2-4 참고).

4단계 너비 조정 슬라이더의 끝에 있는 CMA 탭을 랙 포스트에 어태치된 고정 슬라이드 레일의 끝으로 
밉니다(그림 2-4 참고). 딸깍 소리가 나면서 잠기도록 탭을 레일의 끝으로 밉니다.

5단계 각 플라스틱 케이블 가이드의 상단에 있는 힌지 플랩을 열고 케이블 가이드를 통해 원하는 로 
케이블을 통과시킵니다.

그림 2-4 슬라이드 레일 후면에 케이블 관리 암 어태치

1 서버에서 가장 먼 암의 CMA 탭 및 바깥쪽 
고정 슬라이드 레일의 끝

3 너비 조정 슬라이더의 CMA 탭 및 바깥쪽 
고정 슬라이드 레일의 끝

2 서버에서 가장 가까운 암의 CMA 탭 및 서
버에 어태치된 안쪽 슬라이드 레일의 끝

4 서버의 후면

35
25

84

1

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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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에 서버 설치
케이블 관리 암 뒤집기(선택 사항)

1단계 전체 CMA 어셈블리를 180도 회전합니다. 플라스틱 케이블 가이드는 위쪽 방향으로 유지합니다.

2단계 각 CMA 암의 끝에 있는 탭이 서버의 후면을 향하도록 뒤집습니다.

3단계 너비 조정 슬라이더의 끝에 있는 탭을 돌립니다. 탭의 외부에 있는 금속 버튼을 누른 상태로 탭이 
서버의 후면을 향하도록 180도 돌립니다.

그림 2-5 CMA 뒤집기

1 너비 조정 슬라이더의 끝에 있는 CMA 탭 2 회전을 위한 금속 버튼
35

25
85

12

P
U

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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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서버 설정
초기 서버 설정 

서버 연결 및 전원(독립형 모드) 

참고 이 섹션에서는 서버를 독립형 모드로 사용할 때 서버의 전원을 켜고 IP 주소를 할당하고 서버 관
리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isco UCS Manager 통합에서 서버를 사용하려면 특정 케이
블 연결 및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Cisco UCS 통합 설치, D-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서버에서 제공되는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NIC 모드는 Shared LOM EXT(공유 LOM EXT)입니다.

공유 LOM EXT 모드에서는 Cisco IMC(통합 관리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1Gb 이
더넷 포트 및 설치되어 있는 모든 Cisco VIC(가상 인터페이스 카드)의 포트가 활성화됩니다. 
10/100/1000 전용 관리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IMC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다음 절차의 1단계
에서 설명하는 로 서버에 연결한 후 NIC 모드를 변경하면 됩니다. 

• NIC 이중화는 액티브-액티브로 설정됩니다. 모든 이더넷 포트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 DHCP가 활성화됩니다. 

• IPv4가 활성화됩니다.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초기 설정을 위해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로컬 설정 - 설정을 위해 키보드와 모니터를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KVM 케이블(Cisco PID N20-BKVM) 또는 서버 후면의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로컬 연결 절차, 2-1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원격 설정 - 전용 관리 LAN을 통해 설정을 수행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원격 연결 절차, 
2-1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참고 시스템을 원격으로 구성하려면 시스템과 같은 네트워크에 DHCP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버 노드에 한 MAC 주소 범위를 사용하여 DHCP 서버를 미리 구성해야 합니다. 
MAC 주소는 전면 패널의 풀아웃 자산 태그에 있는 레이블에 인쇄되어 있습니다(그림 1-1 
또는 그림 1-2 참고). 이 서버 노드에서는 6개 MAC 주소의 범위가 Cisco IMC에 할당됩니
다. 레이블에 인쇄된 MAC 주소는 연속적인 MAC 주소 6개로 된 범위의 시작입니다. 

로컬 연결 절차

1단계 전원 코드를 서버의 각 전원 공급 장치에 어태치한 다음 접지된 AC 전원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어
태치합니다. 전원 사양은 전원 사양, A-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서버가 첫 부팅에서 기 전원 상태로 부팅될 때까지 약 2분간 기다립니다. 

전면 패널의 시스템 전원 상태 LED를 통해 시스템 전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외부 기능 개
요, 1-1페이지 참고). LED가 황색인 경우 시스템이 기 전원 모드인 것입니다. 

2단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USB 키보드와 VGA 모니터를 서버에 연결합니다.

• USB 키보드와 VGA 모니터를 후면 패널의 해당 커넥터에 연결합니다(외부 기능 개요, 1-1페
이지 참고).

• 선택적 KVM 케이블(Cisco PID N20-BKVM)을 전면 패널의 KVM 커넥터에 연결합니다(커넥터 위
치는 외부 기능 개요, 1-1페이지 참고). USB 키보드와 VGA 모니터를 KVM 케이블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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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서버 설치
초기 서버 설정
3단계 다음과 같이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엽니다. 

a. 전면 패널의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서버를 부팅합니다. 

b. 부팅 중에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열 것인지 묻는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F8 키를 누릅
니다. 

이 유틸리티에는 F1 또는 F2 키를 눌러 전환할 수 있는 윈도우 2개가 있습니다. 

4단계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 설정, 2-12페이지를 계속 진행합니다.

원격 연결 절차

1단계 전원 코드를 서버의 각 전원 공급 장치에 어태치한 다음 접지된 AC 전원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어
태치합니다. 전원 사양은 전원 사양, A-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서버가 첫 부팅에서 기 전원 상태로 부팅될 때까지 약 2분간 기다립니다. 

전면 패널의 시스템 전원 상태 LED를 통해 시스템 전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외부 기능 개
요, 1-1페이지 참고). LED가 황색인 경우 시스템이 기 전원 모드인 것입니다. 

2단계 관리 이더넷 케이블을 후면 패널의 전용 관리 포트에 꽂습니다(외부 기능 개요, 1-1페이지 참고).

3단계 미리 구성된 DHCP 서버가 서버 노드에 IP 주소를 할당하도록 허용합니다.

4단계 할당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Cisco IMC에 액세스한 다음 서버 노드 사용을 위해 로그인합니다. IP 
주소를 확인하려면 DHCP 서버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참고 서버의 기본 사용자 이름은 admin입니다. 기본 비밀번호는 password입니다.

5단계 Cisco IMC Server Summary(서버 요약) 페이지에서 Launch KVM Console(KVM 콘솔 시작)을 
클릭합니다. 새 KVM 콘솔 윈도우가 열립니다.

6단계 Cisco IMC Summary(요약) 페이지에서 Power Cycle Server(서버 전원 껐다가 켜기)를 클릭합
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됩니다.

7단계 KVM 콘솔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참고 KVM 콘솔 윈도우가 활성 윈도우여야 다음 키보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8단계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8 키를 눌러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시작합니다. 이 유틸리티는 
KVM 콘솔 윈도우에서 열립니다.

이 유틸리티에는 F1 또는 F2 키를 눌러 전환할 수 있는 윈도우 2개가 있습니다. 

9단계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 설정, 2-12페이지를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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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서버 설정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 설정

시스템에 연결하고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연 후에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1단계 다음과 같이 NIC 모드 및 NIC 이중화를 설정합니다.

a. NIC 모드를 다음 중에서 설정하여 서버 관리를 위해 Cisco IMC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포트
를 선택합니다(포트 식별 방법은 그림 1-3 1-4페이지 참고).

• Shared LOM EXT(공유 LOM EXT, 기본값) - 초기 기본 설정인 공유 LOM 확장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공유 LOM 및 Cisco 카드 인터페이스가 모두 활성화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공유 LOM 포트와 Cisco 카드 포트 둘 다에 DHCP 응답이 반환됩니다. 서버가 
독립형 모드이므로 Cisco 카드 연결에서 Cisco UCS Manager 시스템으로부터 IP 주소를 가
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Cisco 카드로부터의 추가 DHCP 요청이 비활성화됩니다. 독립형 모드
에서 Cisco 카드를 통해 Cisco IMC에 연결하려면 Cisco 카드 NIC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 Shared LOM(공유 LOM) - 1Gb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IMC에 액세스합니다. NIC 이
중화 및 IP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 Dedicated(전용) - 전용 관리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IMC에 액세스합니다. NIC 이중화 및 IP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 Cisco Card(Cisco 카드) - 설치된 Cisco UCS VIC(가상 인터페이스 카드)의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IMC에 액세스합니다. NIC 이중화 및 IP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필수 VIC 슬롯 설정도 참고하십시오. 

• VIC Slot(VIC 슬롯) - Cisco 카드 NIC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IC가 설치된 위치와 일치하
도록 이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은 라이저 1, 라이저 2, Flex-LOM(mLOM 
슬롯)입니다. 

– 라이저 1을 선택하면 슬롯 1이 사용됩니다. 

– 라이저 2를 선택하면 슬롯 2가 사용됩니다.

– Flex-LOM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mLOM 슬롯에서 mLOM 스타일 VIC를 사용해야 합니다.

b.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NIC 이중화를 기본 설정으로 변경합니다. 이 서버에서는 다음과 같
은 3가지 NIC 이중화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one(없음) - 이더넷 포트가 독자적으로 작동하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장애 조치되지 않
습니다. 이 설정은 Dedicated(전용) NIC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ctive-standby(액티브- 기) - 활성 이더넷 포트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트래픽이 기 포
트로 장애 조치됩니다.

– Active-active(액티브-액티브) - 모든 이더넷 포트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Shared LOM 
EXT(공유 LOM EXT) 모드에서는 이 NIC 이중화 설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ared 
LOM(공유 LOM) 및 Cisco Card(Cisco 카드) 모드에서는 Active-standby(액티브- 기) 및 
Active-active(액티브-액티브) 설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동적 네트워크 설정을 위해 DHCP를 활성화할지 아니면 고정 네트워크 설정을 입력할지를 선택
합니다.

참고 DHCP를 활성화하기 전에 이 서버에 한 MAC 주소 범위를 사용하여 DHCP 서버를 미리 
구성해야 합니다. MAC 주소는 서버 후면의 레이블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에서는 
6개 MAC 주소의 범위가 Cisco IMC에 할당됩니다. 레이블에 인쇄된 MAC 주소는 연속적
인 MAC 주소 6개로 된 범위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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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서버 설정
정적 IPv4 및 IPv6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Cisco IMC IP 주소

• 접두사/서브넷 

IPv6의 경우 사용 가능한 값은 1~127입니다.

• 게이트웨이 

IPv6의 경우 게이트웨이를 모르면 ::(콜론 2개)를 입력하여 게이트웨이가 없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설정 DNS 서버 주소 

IPv6의 경우 ::(콜론 2개)를 입력하여 이 주소가 없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선택 사항)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VLAN 설정을 지정합니다.

4단계 F1 키를 눌러 두 번째 설정 윈도우로 이동한 후에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두 번째 윈도우에서 F2 키를 누르면 첫 번째 윈도우로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선택 사항)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설정합니다.

6단계 (선택 사항) 동적 DNS를 활성화하고 DDNS(동적 DNS) 도메인을 설정합니다.

7단계 (선택 사항) Factory Default(초기 기본값) 체크 박스를 선택하면 서버가 초기 기본값으로 되돌아
갑니다.

8단계 (선택 사항) 기본 사용자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9단계 (선택 사항) 포트 설정 자동 협상을 활성화하거나 포트 속도 및 듀플렉스 모드를 수동으로 설정합
니다.

참고 자동 협상은 Dedicated(전용) NIC 모드를 사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자동 협상 시에는 서버
가 연결된 스위치 포트에 따라 포트 속도 및 듀플렉스 모드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자동 
협상을 비활성화하는 경우에는 포트 속도와 듀플렉스 모드를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10단계 (선택 사항) 포트 프로파일 및 포트 이름을 재설정합니다.

11단계 F5 키를 눌러 적용한 설정을 새로 고칩니다. 다음 단계에서 서버를 재부팅하기 전에 새 설정이 나
타나고 "Network settings configured(네트워크 설정이 구성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45초 정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12단계 F10 키를 눌러 설정을 저장하고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참고 DHCP를 활성화하도록 선택한 경우 동적으로 지정된 IP 및 MAC 주소가 부팅 과정에서 콘
솔 화면에 표시됩니다.

브라우저와 Cisco IMC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Cisco IMC 관리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IP 주소
는 적용한 설정을 기준으로 하며, DHCP 서버에서 할당한 주소이거나 고정 주소입니다.

참고 서버의 기본 사용자 이름은 admin입니다. 기본 비밀번호는 password입니다.

서버를 관리하려면 Cisco UCS C-Series 랙 마운트 서버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또는 Cisco UCS 
C-Series 랙 마운트 서버 CL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에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지침을 참
고하십시오. 이러한 문서의 링크는 C-Series 설명서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cisco.com/go/unifiedcomputing/c-series-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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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 모드 및 NIC 이중화 설정
NIC 모드 및 NIC 이중화 설정

NIC 모드
이 서버에서는 다음과 같은 NIC 모드 설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hared LOM EXT(공유 LOM EXT, 기본값) - 초기 기본 설정인 공유 LOM 확장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공유 LOM 및 Cisco 카드 인터페이스가 모두 활성화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공유 LOM 포트와 Cisco 카드 포트 둘 다에 DHCP 응답이 반환됩니다. 서버가 
독립형 모드이므로 Cisco 카드 연결에서 Cisco UCS Manager 시스템으로부터 IP 주소를 가
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Cisco 카드로부터의 추가 DHCP 요청이 비활성화됩니다. Cisco 카드 
연결에서 Cisco UCS Manager 시스템으로부터 IP 주소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서버를 UCSM 
모드로 자동 이동하는 매개변수가 응답으로 반환됩니다. 

• Dedicated(전용) - 전용 관리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IMC에 액세스합니다. NIC 이중화 및 IP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 Shared LOM(공유 LOM) - 1Gb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IMC에 액세스합니다. NIC 이
중화 및 IP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 Cisco Card(Cisco 카드) - 설치된 Cisco UCS VIC(가상 인터페이스 카드)의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IMC에 액세스합니다. NIC 이중화 및 IP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필수 VIC 슬롯 설정도 참고하십시오. 

• VIC Slot(VIC 슬롯) - Cisco 카드 NIC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IC가 설치된 위치와 일치하
도록 이 설정을 선택합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은 라이저 1, 라이저 2, Flex-LOM(mLOM 슬롯)
입니다. 

– 라이저 1을 선택하면 슬롯 1이 사용됩니다. 

– 라이저 2를 선택하면 슬롯 2가 사용됩니다.

– Flex-LOM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mLOM 슬롯에서 mLOM 스타일 VIC를 사용해야 합니다.

NIC 이중화
이 서버에서는 다음과 같은 NIC 이중화 설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None(없음) - 이더넷 포트가 독자적으로 작동하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장애 조치되지 않
습니다. 이 설정은 Dedicated(전용) NIC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ctive-standby(액티브- 기) - 활성 이더넷 포트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트래픽이 기 포
트로 장애 조치됩니다.

– Active-active(액티브-액티브) - 모든 이더넷 포트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Shared LOM 
EXT(공유 LOM EXT) 모드에서는 이 NIC 이중화 설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ared 
LOM(공유 LOM) 및 Cisco Card(Cisco 카드) 모드에서는 Active-standby(액티브- 기) 및 
Active-active(액티브-액티브) 설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액티브 설정은 모드 5 또는 밸런스-TLB(적응형 전송 로드 밸런싱)를 사용합니다. 
이 채널 결합에서는 특수한 스위치가 지원되지 않아도 됩니다. 발신 트래픽은 속도를 기
준으로 계산되는 각 슬레이브의 현재 로드에 따라 분산됩니다. 인커밍 트래픽은 현재 슬
레이브에서 수신됩니다. 수신 슬레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슬레이브에 장애 발생 수
신 슬레이브의 MAC 주소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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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BIOS 및 Cisco IMC 펌웨어
이 섹션에서는 시스템 BIOS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BIOS 및 Cisco IMC 펌웨어 업데이트, 2-15페이지

• 시스템 BIOS 액세스, 2-16페이지

BIOS 및 Cisco IMC 펌웨어 업데이트

주의 BIOS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는 Cisco IMC 펌웨어도 같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버가 부팅되지 않습니다. BIOS 및 Cisco IMC 펌웨어가 일치할 때까지는 서
버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버가 부팅되지 않습니다.

Cisco는 BIOS, Cisco IMC 및 기타 펌웨어를 호환되는 레벨로 동시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Cisco 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서버는 Cisco에서 가져온 검증된 펌웨어를 사용합니다. Cisco에서는 각 펌웨어 이미지와 함께 릴
리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구성 요소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권장 방법: Cisco IMC, BIOS, LOM, LSI 스토리지 
컨트롤러 및 Cisco UCS VIC 펌웨어를 호환되는 레벨로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려면 Cisco 호
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를 사용합니다. 

아래의 설명서 로드맵 링크에 나와 있는 Cisco 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 빠른 참조 가이드
에서 사용 중인 펌웨어 레벨을 참고하십시오.

• BIOS는 EF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Windows 또는 Linux 플랫폼에
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UCS C-Series 랙 마운트 서버 BIOS 업그레이드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 Cisco IMC GU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Cisco IMC 및 BIOS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
니다.

Cisco UCS C-Series 랙 마운트 서버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 Cisco IMC CL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Cisco IMC 및 BIOS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
니다.

Cisco UCS C-Series 랙 마운트 서버 CL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위에 나와 있는 문서의 링크는 다음 URL의 설명서 로드맵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unifiedcomputing/c-series-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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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BIOS 및 Cisco IMC 펌웨어
시스템 BIOS 액세스 

1단계 부팅 중에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2 키를 눌러 BIOS Setup Utility를 시작합니다. 

참고 현재 BIOS 버전과 빌드가 유틸리티의 Main(기본)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2단계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BIOS 메뉴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3단계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수정할 필드를 강조 표시합니다. 

4단계 Enter 키를 눌러 변경할 필드를 선택한 다음 필드의 값을 수정합니다. 

5단계 종료 메뉴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6단계 종료 메뉴 화면의 지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설정 유틸리티를 종료하거나 F10 키를 누릅
니다. Esc 키를 누르면 변경 사항을 저장하지 않고 유틸리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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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유지 관리 

이 장에서는 LED를 사용하여 서버 시스템 문제를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하드웨어 구
성 요소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방법에 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장에는 다음과 같은 섹션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서버 모니터링 및 관리 도구, 3-1페이지 

• 상태 LED와 버튼, 3-2페이지 

• 서버 구성 요소 설치 준비, 3-8페이지 

•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3-11페이지 

• 서비스 DIP 스위치, 3-56페이지

서버 모니터링 및 관리 도구

Cisco 통합 관리 인터페이스
내장 Cisco IMC(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GUI 또는 CL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서버 
인벤토리, 상태 및 시스템 이벤트 로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 URL에서 사용 중인 펌웨
어 릴리스의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0739/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서버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
Cisco에서는 다음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C-Series 서버용 Cisco Server 
Configuration Utility도 개발했습니다.

• 서버 인벤토리 및 상태 모니터링

• 진단 도구 및 로그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서버 문제 진단

• BIOS 부팅 순서 설정

• 일부 RAID 컨피그레이션 구성

• 운영 체제 설치

Cisco.com에서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 URL에서 사용 중인 유틸리티 버전
의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0493/products_user_guide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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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버 유지 관리
상태 LED와 버튼
상태 LED와 버튼
이 섹션에서는 LED와 버튼의 위치 및 의미를 설명하며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전면 패널 LED, 3-2페이지

• 후면 패널 LED 및 버튼, 3-5페이지

• 내부 진단 LED, 3-7페이지

전면 패널 LED
그림 3-1에서는 전면 패널 LED를 보여줍니다. 표 3-1 에는 LED 상태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3-1 전면 패널 LED 
 

1 하드 드라이브 결함 LED 6 팬 상태 LED

2 하드 드라이브 활동 LED 7 온도 상태 LED

3 전원 버튼/전원 상태 LED 8 전원 공급 장치 상태 LED

4 식별 버튼/LED 9 네트워크 링크 활동 LED

5 시스템 상태 LED

HDD 02 HDD 03

HDD 05 HDD 06 HDD 07 HDD 08

3
5

3
0

8
8HDD 01

3 4

5 7 9

6 8

1 2

HDD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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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LED와 버튼
표 3-1 전면 패널 LED의 상태 정의

LED 이름 상태

1 하드 드라이브 결함

참고: 사용 중인 컨트롤러가 
Cisco UCS RAID SAS 
9300-8i 또는 9300-8e HBA인 
경우 Cisco UCS SAS 
9300-8e HBA 관련 고려 사항, 
C-4페이지에서 LED 동작의 
차이를 참고하십시오.

• 꺼짐 - 하드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황색 - 드라이브 결함이 탐지되었습니다.

• 황색(깜박임) - 디바이스를 다시 구축하는 중입니다.

• 황색(1초 간격으로 깜박임) - 드라이브 찾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 하드 드라이브 활동 • 꺼짐 - 하드 드라이브 슬레드에 하드 드라이브가 없습니다(액세스 없음, 오류 
없음).

• 녹색 - 하드 드라이브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 녹색(깜박임) - 하드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중입니다.

3 전원 버튼/LED • 꺼짐 - 서버에 AC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황색 - 서버가 기 전원 모드입니다. 전원이 Cisco IMC 및 일부 마더보드 기
능에만 공급됩니다.

• 녹색 - 서버가 주 전원 모드입니다. 전원이 모든 서버 구성 요소에 공급됩니다. 

4 장치 식별 • 꺼짐 - 장치 식별 기능이 사용 중이지 않습니다.

• 파란색 - 장치 식별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5 시스템 상태 • 녹색 - 서버가 정상 작동 상태로 실행 중입니다.

• 녹색(깜박임) - 서버에서 시스템 초기화 및 메모리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황색(켜져 있음) - 서버가 성능이 저하된 상태로 작동 중입니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습니다.

– 전원 공급 장치 이중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CPU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하나 이상의 CPU에 결함이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DIMM에 결함이 있습니다.

– RAID 컨피그레이션에서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황색(깜박임) - 서버가 심각한 결함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팅이 실패했습니다.

– 치명적인 CPU 및/또는 버스 오류가 탐지되었습니다.

– 서버가 과열 상태입니다.

6 팬 상태 • 녹색 - 모든 팬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황색(켜져 있음) - 하나 이상의 팬 모듈에서 중요 임계값이 초과되었습니다.

• 황색(깜박임) - 하나 이상의 팬 모듈에서 복구할 수 없는 임계값이 초과되었습
니다.
3-3
Cisco UCS C220 M4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OL-32473-01



 

3장      서버 유지 관리
상태 LED와 버튼
7 온도 상태 • 녹색 - 서버가 정상 온도에서 작동하는 중입니다.

• 황색(켜져 있음) - 하나 이상의 온도 센서에서 중요 임계값이 초과되었습니다.

• 황색(깜박임) - 하나 이상의 온도 센서에서 복구할 수 없는 임계값이 초과되었
습니다.

8 전원 공급 장치 상태 • 녹색 - 모든 전원 공급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황색(켜져 있음) - 하나 이상의 전원 공급 장치가 성능이 저하된 상태로 작동 
중입니다.

• 황색(깜박임) - 하나 이상의 전원 공급 장치에 중 한 결함이 있습니다.

9 네트워크 링크 활동 • 꺼짐 - 이더넷 링크가 유휴 상태입니다.

• 녹색 - 하나 이상의 이더넷 LOM 포트가 링크 활성 상태이지만 활동이 없습니다.

• 녹색(깜박임) - 하나 이상의 이더넷 LOM 포트가 링크 활성 상태이며 활동이 
있습니다.

표 3-1 전면 패널 LED의 상태 정의 (계속)

LED 이름 상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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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LED와 버튼
후면 패널 LED 및 버튼
그림 3-2에서는 후면 패널 LED와 버튼을 보여줍니다. 표 3-2 에는 LED 상태의 정의가 나와 있습
니다.

그림 3-2 후면 패널 LED 및 버튼

1 선택적 mLOM 카드 LED
(표시되어 있지 않음, 표 3-2 참고)

5 1Gb 이더넷 링크 상태 LED

2 1Gb 이더넷 전용 관리 링크 상태 LED 6 후면 장치 식별 버튼/LED

3 1Gb 이더넷 전용 관리 링크 속도 LED 7 전원 공급 장치 상태 LED

4 1Gb 이더넷 링크 속도 LED

표 3-2 후면 패널 LED의 상태 정의

LED 이름 상태

1 선택적 mLOM 10Gb SFP+ 
(상태 LED 1개)

• 꺼짐 - 링크가 없습니다.

• 녹색(켜져 있음) - 링크가 활성 상태입니다.

• 녹색(깜박임) - 활성 링크에 트래픽이 있습니다.

1 선택적 mLOM 10Gb BASE-T 링
크 속도 

• 꺼짐 - 링크 속도가 10Mbps입니다.

• 황색 - 링크 속도가 100Mbps/1Gbps입니다.

• 녹색 - 링크 속도가 10Gbps입니다.

1 선택적 mLOM 10Gb BASE-T 링
크 상태

• 꺼짐 - 링크가 없습니다.

• 녹색 - 링크가 활성 상태입니다.

• 녹색(깜박임) - 활성 링크에 트래픽이 있습니다.

2 1Gb 이더넷 전용 관리 링크 속도 • 꺼짐 - 링크 속도가 10Mbps입니다.

• 황색 - 링크 속도가 100Mbps입니다.

• 녹색 - 링크 속도가 1Gbps입니다.

3 1Gb 이더넷 전용 관리 링크 상태 • 꺼짐 - 링크가 없습니다.

• 녹색 - 링크가 활성 상태입니다.

• 녹색(깜박임) - 활성 링크에 트래픽이 있습니다.

4 1Gb 이더넷 링크 속도 • 꺼짐 - 링크 속도가 10Mbps입니다.

• 황색 - 링크 속도가 100Mbps입니다.

• 녹색 - 링크 속도가 1Gbps입니다.

35
30

89

mLOM

PCIe 01 PCIe 02
PSU 01 PSU 02

1 32 5 6 7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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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Gb 이더넷 링크 상태 • 꺼짐 - 링크가 없습니다.

• 녹색 - 링크가 활성 상태입니다.

• 녹색(깜박임) - 활성 링크에 트래픽이 있습니다.

6 후면 장치 식별 • 꺼짐 - 장치 식별 LED가 사용 중이 아닙니다.

• 파란색 - 장치 식별 LED가 활성화되었습니다.

7 전원 공급 장치 상태 AC 전원 공급 장치:

• 꺼짐 - AC 입력이 없습니다(12V 주 전원 꺼짐, 12V 기 전원 꺼짐).

• 녹색(깜박임) - 12V 주 전원은 꺼져 있고 12V 기 전원은 켜져 있습니다.

• 녹색(켜져 있음) - 12V 주 전원과 12V 기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 황색(깜박임) - 경고 임계값이 탐지되었지만 12V 주 전원은 켜져 있습니다.

• 황색(켜져 있음) - 중요한 오류가 탐지되었습니다. 과전류, 과전압, 과열 등
으로 인한 결함에 의해 12V 주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DC 전원 공급 장치(UCSC-PSUV2-1050DC):

• 꺼짐 - DC 입력이 없습니다(12V 주 전원 꺼짐, 12V 기 전원 꺼짐).

• 녹색(깜박임) - 12V 주 전원은 꺼져 있고 12V 기 전원은 켜져 있습니다.

• 녹색(켜져 있음) - 12V 주 전원과 12V 기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 황색(깜박임) - 경고 임계값이 탐지되었지만 12V 주 전원은 켜져 있습니다.

• 황색(켜져 있음) - 중요한 오류가 탐지되었습니다. 과전류, 과전압, 과열 등
으로 인한 결함에 의해 12V 주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표 3-2 후면 패널 LED의 상태 정의 (계속)

LED 이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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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진단 LED
서버에는 CPU, DIMM, 팬 모듈, SD 카드, RTC 배터리 및 mLOM 카드용 내부 결함 LED가 있습니
다. 이러한 LED는 서버가 기 전원 모드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D가 황색으로 켜지는 경
우 특정 구성 요소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LED의 위치는 그림 3-3을 참고하십시오.

그림 3-3 내부 진단 LED 위치

1 팬 모듈 결함 LED(마더보드의 각 팬 커넥터 
옆에 하나씩 있음)

4 SD 카드 결함 LED(각 베이 옆에 하나씩 
있음)

2 CPU 결함 LED(각 CPU 앞에 하나씩 있음) 5 RTC 배터리 결함 LED

3 DIMM 결함 LED(마더보드의 각 DIMM 소
켓 앞에 하나씩 있음)

6 mLOM 카드 결함 LED(마더보드의 mLOM 
소켓 옆에 있음)

표 3-3 내부 진단 LED의 상태 정의

LED 이름 상태

내부 진단 LED(전체) • 꺼짐 - 구성 요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황색 - 구성 요소에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3
5
3
0
9
0

1 3 4

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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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구성 요소 설치 준비
이 섹션에서는 구성 요소 설치를 준비하는 방법에 해 설명하며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필수 장비, 3-8페이지

•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

•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

• 일련 번호 위치, 3-10페이지

• 운영중 교체 방식 교체, 3-10페이지

필수 장비 
이 장의 절차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번 Phillips 헤드 나사돌리개

• ESD(정전기 방지) 스트랩 또는 접지 매트와 같은 기타 접지 장비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서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원 모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주 전원 모드 - 전원이 모든 서버 구성 요소에 공급되며 드라이브의 모든 운영 체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기 전원 모드 - 전원이 서비스 프로세서와 냉각 팬에만 공급되며, 이 모드에서는 서버의 전
원을 꺼도 안전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정상 종료 또는 하드 종료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 Cisco IMC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 서버 전면 패널의 전원 버튼을 사용합니다. 전원 버튼을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단계 전원 상태 LED의 색상을 확인합니다("전면 패널 LED" 섹션, 3-2페이지 참고). 

• 녹색 - 서버가 주 전원 모드이며 안전하게 전원을 끄려면 먼저 종료해야 합니다. 2단계로 진행
합니다.

• 황색 - 서버가 이미 기 모드이므로 전원을 꺼도 안전합니다. 3단계로 진행합니다.

2단계 정상 종료 또는 하드 종료를 호출합니다.

주의 운영 체제에서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려면 항상 운영 체제의 정상 종료를 호출해야 합
니다.

• 정상 종료 - 전원 버튼을 눌렀다가 놓습니다. 운영 체제에서 정상 종료를 수행하며 서버가 
기 모드로 설정됩니다. 그러면 전원 상태 LED가 황색으로 바뀝니다.

• 긴급 종료 -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주 전원이 강제로 꺼지며 즉시 기 모드가 
설정됩니다.

3단계 서버의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분리하여 서버의 전원을 완전히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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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준비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1단계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그림 3-4 참고).

a. 커버 래치가 잠겨 있으면 나사돌리개를 사용하여 잠금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 잠금 해
제합니다. 그림 3-4를 참고하십시오.

b. 녹색 핑거 그립이 있는 래치 끝부분을 들어 올립니다. 래치를 들어 올리면 커버가 뒤쪽으로 밀
려 열린 상태가 됩니다.

c. 상단 커버를 서버에서 똑바로 들어 올려 제거한 다음 옆에 놓아 둡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참고 커버를 다시 장착할 때는 래치가 완전히 열린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래치 개구부
가 팬 트레이의 페그 위에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a. 래치를 완전히 열어 놓고 서버 상단에서 전면 커버 패널 가장자리 뒤쪽으로 약 1.27cm(0.5인
치) 정도 위치에 커버를 놓습니다. 래치 개구부를 팬 트레이에서 튀어나와 있는 페그에 꼭 맞
게 끼워야 합니다.

b. 커버 래치를 눌러 닫습니다. 래치를 누르면 커버가 앞쪽으로 밀려 닫힌 상태가 됩니다. 

c. 원하는 경우 나사돌리개를 사용해 잠금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 래치를 잠급니다.

그림 3-4 상단 커버 제거 

1 상단 커버 2 커버 래치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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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준비
 

일련 번호 위치
서버의 일련 번호는 서버 상단 전면 근처의 레이블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운영중 교체 방식 교체
서버의 전원을 끄고 AC 전원을 제거하지 않고도 제거 및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도 있습니다. 

• 운영중 교체 방식 교체 - 다음 구성 요소의 경우 제거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에서 구성 요소를 
미리 조정하거나 종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 SAS/SATA 드라이브

– 냉각 팬 모듈

– 공급 장치(1+1 이중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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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경고 빈 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와 커버 패널은 3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섀시 안에 흐르는 위
험한 전압과 전류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다른 장비를 교란시킬 수 있는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 간섭)를 억제하며, 섀시를 지나는 냉각 공기의 흐름을 안내합니다. 모든 카드
와 보호 커버, 정면 커버 및 후면 커버가 모두 갖춰지기 전에는 시스템을 가동하지 마십시오. 
명령문 1029

주의 서버 구성 요소를 다룰 때는 부상 방지를 위해 ESD 스트랩을 착용하십시오.

정보 전면 패널 또는 후면 패널의 장치 식별 버튼을 누르면 서버 전면 패널과 후면 패널에서 장치 식별 
LED가 켜져 깜박입니다. 이 버튼의 상태를 확인하여 랙의 반 쪽으로 이동할 때 현재 작업 중인 
특정 서버를 찾을 수 있습니다. Cisco IM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LED를 원격으로 활성
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LED의 위치는 "상태 LED와 버튼" 섹션, 3-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서버 구성 요소를 설치 및 교체하는 방법에 해 설명하며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위치, 3-12페이지

• 하드 드라이브 또는 SSD(Solid State Drive) 교체, 3-13페이지

• 팬 모듈 교체, 3-15페이지

• 마더보드 RTC 배터리 교체, 3-17페이지

• DIMM 교체, 3-19페이지

• CPU 및 열 싱크 교체, 3-22페이지

• 내부 SD 카드 교체, 3-26페이지

• 내부 USB 포트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3-27페이지

•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라이저(내부 라이저 3) 교체, 3-28페이지

•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교체, 3-30페이지

• 모듈형 RAID 컨트롤러 TMM(전송 가능 메모리 모듈) 교체, 3-33페이지

• 슈퍼캡 전원 모듈(RAID 백업) 교체, 3-36페이지

• 소프트웨어 RAID 5 키 모듈 체, 3-37페이지

• PCIe 라이저 어셈블리 교체, 3-39페이지

• PCIe 카드 교체, 3-40페이지

•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 설치 및 활성화, 3-48페이지

• mLOM 카드 교체, 3-51페이지

• 전원 공급 장치 교체, 3-5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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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위치
이 섹션에서는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의 위치에 해 설명합니다. 그림 3-5의 보기는 상
단 커버와 배플이 제거된 서버의 상면도입니다.

그림 3-5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위치

지원되는 구성 요소 부품 번호가 포함된 이 서버의 모든 버전에 한 기술 사양 시트는 Cisco UCS 
서버 기술 사양 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드라이브(SAS/SATA 드라이브는 운영중 교
체 가능)

10 마더보드의 TPM(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
듈) 소켓(이 보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2 냉각 팬 모듈(6개) 11 PCIe 라이저 2(1/2 높이 PCIe 슬롯 2)

3 슈퍼캡 전원 모듈(RAID 백업) 마운팅 브래킷 12 PCIe 라이저 1(전체 높이 PCIe 슬롯 1)

4 마더보드의 DIMM 소켓(24개) 13 섀시 바닥의 mLOM(모듈형 LOM)

5 CPU 및 열 싱크(최  2개) 14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PCIe 라이
저(수평 소켓이 있는 전용 라이저)

6 RAID 5 키용 임베디드 SATA RAID 헤더 15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7 마더보드의 SD 카드 베이(2개) 16 마더보드의 임베디드 SATA RAID 미니 
SAS 커넥터(이 보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8 마더보드의 내부 USB 3.0 포트 17 마더보드의 RTC 배터리

9 전원 공급 장치(최  2개, 1:1로 이중화하는 
경우 운영중 교체 가능)

35
29

78

FAN 6

FAN 5

FAN 4

FAN 3

FAN 2

FAN 1

CPU 2

CPU 1

PSU 2

PSU 1

PCIe Riser 1

PCIe Riser 2

SD 1

SD 2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617 15 14

3

3-12
Cisco UCS C220 M4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OL-32473-01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rvers-unified-computing/ucs-c-series-rack-servers/datasheet-listing.html
http://www.cisco.com/c/en/us/products/servers-unified-computing/ucs-c-series-rack-servers/datasheet-listing.html


 

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하드 드라이브 또는 SSD(Solid State Drive) 교체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드라이브 설치 지침, 3-13페이지

• 드라이브 교체 절차, 3-14페이지

드라이브 설치 지침

이 서버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드라이브 백플레인 옵션이 제공됩니다.

• SFF(소형 폼 팩터) 드라이브 버전은 2.5인치 하드 드라이브 또는 SSD(Solid State Drive)를 8
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LFF( 형 폼 팩터) 드라이브 버전은 3.5인치 하드 드라이브를 4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베이 번호 지정은 그림 3-6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3-6 드라이브 번호 지정(SFF 드라이브, 8개 드라이브 버전)
 

그림 3-7 드라이브 번호 지정(LFF 드라이브, 4개 드라이브 버전)
 

최적의 성능을 위해 이 드라이브 설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드라이브를 설치할 때는 가장 번호가 작은 베이부터 먼저 드라이브를 추가합니다. 

• 적절한 공기 흐름을 유지하려면 사용되지 않는 베이에서 빈 드라이브의 트레이는 비워 둡니다. 

• 같은 서버에서 하드 드라이브와 SSD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LFF 버전 서버는 SSD를 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드 드라이브와 SSD가 함께 포함된 논리적 볼륨(가상 드라이브)은 
구성할 수 없습니다. 즉, 논리적 볼륨을 생성할 때는 모두 하드 드라이브만 포함하거나 SSD
만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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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Cisco UCS C220 M4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드라이브 교체 절차

정보 SAS/SATA 하드 드라이브 또는 SSD(Solid State Drive)는 운영중 교체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드라
이브를 교체하기 위해 서버를 종료하거나 전원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

1단계 다음과 같이 교체하려는 드라이브를 꺼내거나 베이에서 빈 드라이브 트레이를 꺼냅니다.

a. 드라이브 트레이 겉면의 릴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 3-8을 참고하십시오.

b. 이젝터 레버를 잡아 연 다음 드라이브 트레이를 슬롯에서 꺼냅니다.

c. 기존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경우 드라이브를 트레이에 고정하는 4개 드라이브 트레이 나사를 
푼 다음 드라이브를 트레이 바깥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새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a. 새 드라이브를 빈 드라이브 트레이에 놓고 4개 드라이브 트레이 나사를 조입니다.

b. 드라이브 트레이의 이젝터 레버가 열린 상태에서 빈 드라이브 베이에 드라이브 트레이를 넣
습니다.

c. 트레이가 백플레인에 닿을 때까지 슬롯에 밀어 넣은 다음 이젝터 레버를 닫아 드라이브를 고
정시킵니다.

그림 3-8 하드 드라이브 교체

1 이젝터 레버 3 드라이브 트레이 고정 나사(4개)

2 릴리스 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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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팬 모듈 교체 
서버 전면에서 볼 때 6개 팬 모듈에는 다음과 같이 번호가 지정됩니다(그림 3-10 참고).

그림 3-9 팬 모듈 번호 지정 

정보 각 팬 모듈에는 마더보드의 팬 커넥터 옆에 결함 LED가 있습니다. 팬 모듈에 결함이 발생하면 이 
LED가 황색으로 켜집니다. 이러한 LED를 조작하려면 서버를 기 전원 상태로 설정해야 합니다.

주의 팬 모듈은 운영중 교체가 가능하므로 팬 모듈을 교체하기 위해 서버를 종료하거나 전원을 끌 필요
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냉각을 유지하려면 팬 모듈이 제거된 상태에서 서버를 1분 넘게 작동
하지 마십시오.

1단계 다음과 같이 교체하려는 팬 모듈을 제거합니다(그림 3-10 참고).

a.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b.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c. 팬 모듈의 전면에 있는 녹색 커넥터를 잡고 커넥터를 위쪽으로 똑바로 들어 올려 마더보드에
서 빼낸 다음 2개 정렬 페그에서 분리합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새 팬 모듈을 설치합니다.

a. 새 팬 모듈의 개구부 2개를 마더보드의 정렬 페그 2개에 맞춰 제 위치에 놓습니다. 그림 3-10
을 참고하십시오.

b. 팬 모듈 커넥터를 살짝 눌러 마더보드의 커넥터에 완전히 끼웁니다.

c.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d. 랙에서 서버를 교체합니다.

팬 6 팬 5 팬 4 팬 3 팬 2 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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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그림 3-10 팬 모듈 상면도

1 마더보드 정렬 페그에 장착할 팬 모듈 개
구부

2 마더보드에 장착할 팬 커넥터

3
5
3
0
9
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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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마더보드 RTC 배터리 교체

경고 배터리를 잘못 교체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시에는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것과 
같거나 동급 유형인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사용한 배터리는 제조업체 지침에 따라 폐기하십시
오. [명령문 1015]

서버의 전원이 끊기면 RTC(실시간 클록) 배터리가 시스템 설정을 유지합니다. 이 배터리의 유형
은 CR2032입니다. Cisco에서는 부분의 전자제품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업계 표준 CR2032 
배터리를 지원합니다.

1단계 다음과 같이 RTC 배터리를 제거합니다(그림 3-11 참고).

a.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b.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c.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d. RTC 배터리를 찾습니다. 그림 3-11을 참고하십시오.

e. 마더보드의 홀더에서 배터리를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RTC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a. 배터리를 홀더에 넣고 딸깍 소리가 나도록 누릅니다.

참고 "3V+"가 표시된 배터리 양극 쪽이 위로 오도록 넣어야 합니다.

b.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c.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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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그림 3-11 마더보드 RTC 배터리 위치

1 마더보드의 RTC 배터리 홀더 2 홀더에서 배터리를 빼낼 때 누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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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DIMM 교체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메모리 성능 지침 및 설치 규칙, 3-19페이지

• DIMM 교체 절차, 3-21페이지

주의 DIMM 및 해당 소켓은 파손되기 쉬우므로 설치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해야 합니다.

주의 Cisco는 서드파티 DIMM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버에서 서드파티 DIMM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
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마더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최적의 서버 성능을 유지하려면 DIMM을 설치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메모리 성능 지침 및 설치 규
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메모리 성능 지침 및 설치 규칙

이 섹션에서는 서버에 필요한 메모리의 유형 및 메모리가 성능에 주는 영향에 해 설명하며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DIMM 슬롯 번호 지정, 3-19페이지

• DIMM 설치 규칙, 3-20페이지

• 메모리 미러링 및 RAS, 3-21페이지

• 잠금 단계 채널 모드, 3-21페이지

DIMM 슬롯 번호 지정

그림 3-12에는 DIMM 슬롯의 번호 지정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3-12 DIMM 슬롯 및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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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DIMM 설치 규칙

DIMM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각 CPU는 4개의 메모리 채널을 지원합니다.

– CPU1은 채널 A, B, C, D를 지원합니다.

– CPU2는 채널 E, F, G, H를 지원합니다.

• 각 채널에는 DIMM 소켓 3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널 A에는 슬롯 A1, A2, A3이 있습니다.

– 채널당 DIMM을 1~3개 설치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채널에 DIMM이 하나뿐인 경우 슬롯 1(파란색 슬롯)부터 먼저 DIMM을 설치합니다.

• 두 CPU에 모두 DIMM을 설치할 때는 각 CPU의 DIMM 소켓에 동일하게 DIMM을 설치합니다.

– 채널의 파란색 1번 슬롯(A1, E1, B1, F1, C1, G1, D1, H1)부터 먼저 DIMM을 설치합니다.

– 두 번째로 채널의 검은색 2번 슬롯(A2, E2, B2, F2, C2, G2, D2, H2)에 DIMM을 설치합니다. 

– 세 번째로는 채널의 흰색 3번 슬롯(A3, E3, B3, F3, C3, G3, D3, H3)에 DIMM을 설치합니다. 

• CPU가 없는 DIMM 소켓에 설치된 DIMM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단일 CPU 컨피그레이션에서
는 CPU1의 채널(A, B, C, D)에만 DIMM을 설치합니다.

• 메모리 미러링 시에는 DIMM을 설치하는 두 채널 중 하나에서만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사용 
가능한 메모리의 양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메모리 미러링을 활성화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미러링 및 RAS, 3-21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4개, 6개 또는 8개 집합으로 DIMM을 설치해야 
합니다.

• 표 3-4에 나와 있는 DIMM 혼합 사용 규칙을 따릅니다.

표 3-4 C220 M4 서버의 DIMM 혼합 사용 규칙

DIMM 매개변수 동일 채널의 DIMM 동일 뱅크의 DIMM

DIMM 용량:

RDIMM = 8GB 또는 16GB

LRDIMM = 32GB 또는 64GB

• 동일 채널에서 각기 용량이 다른 
DIMM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A1, A2, A3).

• 동일 뱅크에서 각기 용량이 다른 
DIMM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동일 뱅크
의 DIMM(예: A1, B1, C1, D1) 용량이 
같아야 합니다.

DIMM 속도:

2,133MHz 또는 2,400MHz

두 속도를 함께 사용할 수는 있지만 
DIMM은 채널에 설치된 가장 속도가 느
린 DIMM/CPU의 속도로 실행됩니다.

두 속도를 함께 사용할 수는 있지만 DIMM
은 뱅크에 설치된 가장 속도가 느린 
DIMM/CPU의 속도로 실행됩니다.

DIMM 유형:

RDIMM 또는 LRDIMM

한 채널에서 여러 DIMM 유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뱅크에서 여러 DIMM 유형을 사용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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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메모리 미러링 및 RAS

서버 내의 Intel E5-2600 CPU는 짝수 채널에 DIMM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메모리 미러링을 지원합
니다. 채널 1개나 3개에 DIMM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미러링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또한 메모리 미러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DRAM 크기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권장 메모리 미러링 컨피그레이션 설치에 한 자세한 내용은 서버의 사양 시트를 참고하십시오.

• Cisco UCS C220 M4 고집적 랙 서버(소형 폼 팩터 디스크 드라이브 모델) 사양 시트

• Cisco UCS C220 M4 고집적 랙 서버( 형 폼 팩터 디스크 드라이브 모델) 사양 시트

잠금 단계 채널 모드

잠금 단계 채널 모드를 활성화하면 4개 채널을 사용하는 128비트 데이터 액세스 방식으로 메모리
에 액세스하게 됩니다. 

잠금 단계 채널 모드를 사용하려면 CPU의 모든 4개 메모리 채널에 크기와 구성이 동일한 DIMM을 
설치해야 합니다. 채널 내의 DIMM 소켓 설치(예: A1, A2, A3)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4개 채
널의 동일 DIMM 슬롯 위치에는 같은 DIMM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켓 A1, B1, C1, D1의 DIMM이 동일해야 하며 소켓 A2, B2, C2, D2의 DIMM이 동일해
야 합니다. 그러나 A1-B1-C1-D1 DIMM은 A2-B2-C2-D2 DIMM과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DIMM 교체 절차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결함 DIMM 확인, 3-21페이지

• DIMM 교체, 3-21페이지

결함 DIMM 확인

각 DIMM 소켓의 바로 앞에 해당 DIMM의 결함 LED가 있습니다. 이러한 LED의 위치는 그림 3-3을 
참고하십시오. LED가 황색으로 켜지는 경우 해당 DIMM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슈퍼캡 전원에
서 이러한 LED를 작동하려면 AC 전원 코드를 뽑은 다음 장치 식별 버튼을 누릅니다. 내부 진단 
LED, 3-7페이지도 참고하십시오.

DIMM 교체

1단계 다음과 같이 교체하려는 DIMM을 제거합니다. 

a.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b.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c.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d. 마더보드에서 DIMM 슬롯 결함 LED를 확인하여 결함이 있는 DIMM을 파악합니다.

e. DIMM 슬롯 양쪽 끝의 이젝터 레버를 연 다음 DIMM을 슬롯에서 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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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2단계 다음과 같이 새 DIMM을 설치합니다.

참고 DIMM을 설치하기 전에 메모리 성능 지침 및 설치 규칙, 3-19페이지의 설치 지침을 참고하
십시오.

f. 마더보드에 빈 슬롯에 새 DIMM을 끼워 넣습니다. DIMM 슬롯의 정렬 키를 사용하여 DIMM 방
향을 올바르게 조정합니다.

g. DIMM이 완전히 장착되고 양쪽 끝의 이젝터 레버가 고정될 때까지 상단 모서리를 같은 힘으
로 누릅니다.

h.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i.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CPU 및 열 싱크 교체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CPU 컨피그레이션 규칙, 3-22페이지

• CPU 교체 절차, 3-22페이지

• RMA 교체용 마더보드와 함께 주문해야 하는 추가 CPU 관련 부품, 3-25페이지

CPU 컨피그레이션 규칙

이 서버에는 CPU 소켓이 2개 있습니다. 각 CPU는 DIMM 채널 4개(DIMM 슬롯 12개)를 지원합니
다. 그림 3-12를 참고하십시오.

• CPU 하나 또는 동일한 CPU 2개를 설치한 상태로 서버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서버에 최소한 CPU1을 설치해야 합니다. CPU1을 먼저 설치하고 
CPU2를 설치합니다. 

• 단일 CPU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할 때는 다음 제한이 적용됩니다. 

– 최  DIMM 수는 12개입니다(CPU1 채널 A, B, C, D만 포함됨). 

– PCIe 라이저 2/슬롯 2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PU 교체 절차

주의 CPU 및 해당 마더보드 소켓은 파손되기 쉬우므로 설치 중에 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
급해야 합니다. CPU는 적절하게 냉각할 수 있도록 열 싱크 및 열 패드와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CPU를 올바르게 설치하지 않으면 서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서버는 새로운 ILM(독립 로딩 메커니즘) CPU 소켓을 사용하므로 CPU 취급 또는 설치 시에 선
택 및 배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급 시에는 항상 CPU의 플라스틱 프레임을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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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1단계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2단계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
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3단계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4단계 CPU 위에 덮여 있는 플라스틱 공기 배플을 제거합니다. 

5단계 교체하려는 열 싱크를 제거합니다. 2번 Phillips 헤드 나사돌리개를 사용하여 열 싱크를 고정하는 
4개 고정 나사를 푼 다음 CPU 바깥쪽으로 열 싱크를 빼냅니다. 

참고 열 싱크 또는 CPU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 나사를 번갈아 가며 동일하게 풀어야 합니다.

6단계 다음과 같이 CPU 고정을 해제합니다.

a.  아이콘 레이블이 있는 첫 번째 고정 래치를 연 다음  아이콘 레이블이 있는 두 번째 고
정 래치를 엽니다. 그림 3-13을 참고하십시오.

b. 힌지 CPU 커버판을 엽니다.

그림 3-13 CPU 소켓

1 CPU 고정 래치 4 힌지 CPU 시트

2 CPU 고정 래치 5 플라스틱 CPU 프레임의 핑거 그립 

3 힌지 CPU 커버판

1

2

4

3

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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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7단계 다음과 같이 기존 CPU를 제거합니다.

a. 그림 3-13에 나와 있는 것처럼 래치와 힌지 CPU 커버판을 연 상태로 힌지 시트에서 CPU를 
밀어올려 엽니다.

b. CPU 플라스틱 프레임의 핑거 그립을 잡고 들어 올려 힌지 CPU 시트에서 CPU를 빼냅니다.

c.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CPU를 놓아 둡니다.

8단계 다음과 같이 새 CPU를 설치합니다. 

a. 새 CPU 플라스틱 프레임의 핑거 그립을 잡고 그림 3-14와 같이 프레임에서 "ALIGN" 레이블
이 있는 탭을 SLS 장착부에 맞춰 끼웁니다.

b. 탭이 완전히 멈추고 단단히 고정될 때까지 CPU 프레임의 시트에 밀어 넣습니다.

그림 3-14에 나와 있는 것처럼 "ALIGN"이라는 단어 아래의 줄이 시트 가장자리와 평행하도록 
맞춰야 합니다.

c. CPU 프레임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소켓에 평평하게 고정되도록 CPU가 장착된 힌지 시트를 
밀어 내립니다.

d. 힌지 CPU 커버판을 닫습니다.

e.  아이콘이 있는 CPU 고정 래치를 아래로 내려 끼운 다음  아이콘이 있는 CPU 고정 래
치를 아래로 내려 끼웁니다. 그림 3-13을 참고하십시오.

그림 3-14 CPU 및 소켓 정렬 기능

9단계 다음과 같이 열 싱크를 설치합니다. 

주의 CPU를 적절하게 냉각할 수 있도록 CPU에 닿는 열 싱크 표면에 열전도성 윤활유를 새로 도포해
야 합니다. 열 싱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열 싱크 및 CPU 표면에서 이전에 도포했던 열전도성 
윤활유를 제거해야 합니다. 새 열 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d단계로 건너뜁니다. 

1 소켓의 SLS 장착부 2 ALIGN 레이블이 있는 CPU 프레임의 탭

2

1

35
2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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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a. 열 싱크 세척 키트(예비품 CPU와 함께 제공되는 UCSX-HSCK=)에 포함된 세척액을 열 싱크
와 CPU의 이전에 도포했던 열전도성 윤활유에 뿌리고 15초 이상 기다립니다.

b. 열 싱크 세척 키트에 포함된 부드러운 천으로 이전에 도포했던 열전도성 윤활유를 열 싱크와 
CPU에서 모두 닦아 냅니다. 이때 열 싱크 표면이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참고 새 열 싱크를 구매하면 열전도성 윤활유가 미리 도포된 패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열 싱크
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사기(UCS-CPU-GREASE3=)로 열전도성 윤활유를 도포해야 
합니다.

c. CPU와 함께 제공된 열전도성 윤활유 주사기(UCS-CPU-GREASE3=)를 사용하여 CPU 상단
에 열전도성 윤활유를 2cc 도포합니다. 윤활유가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그림 3-15에 나와 있
는 패턴을 사용하십시오.

그림 3-15 열전도성 윤활유 도포 패턴

d. 4 개 열 싱크 고정 나사를 마더보드 홈에 맞춘 다음 2번 Phillips 헤드 나사돌리개를 사용하여 
고정 나사를 균일하게 조입니다.

참고 열 싱크 또는 CPU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 나사를 번갈아 가며 동일하게 조여야 합니다.

10단계 공기 배플을 교체합니다.

11단계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12단계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RMA 교체용 마더보드와 함께 주문해야 하는 추가 CPU 관련 부품

Cisco UCS C-Series 서버에 한 마더보드 또는 CPU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를 진
행할 때 CPU 또는 마더보드의 예비품 BOM(Bill of Materials)에 추가 부품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
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교체를 위해 TAC 엔지니어가 RMA에 부품을 더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1 - 기존 열 싱크를 재사용하는 경우

– 열 싱크 세척 키트(UCSX-HSCK=)

– C240 M4용 열전도성 윤활유 키트(UCS-CPU-GREASE3=)

• 시나리오 2 - 기존 열 싱크를 교체하는 경우

– 열 싱크(UCSC-HS-C220M4=)

– 열 싱크 세척 키트(UCSX-HSCK=)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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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열 싱크 세척 키트 하나로 CPU 및 열 싱크를 4개까지 세척할 수 있습니다. 세척 키트에는 세
척액 2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CPU와 열 싱크에서 이전에 도포했던 열전도성 윤활유 자재를 
세척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 싱크 표면에 열전도성 윤활유를 새로 도포할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새 열 싱크 예비품을 구매하면 열전도성 윤활유가 미리 도포된 패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열 싱크
를 설치하기 전에 CPU에서 이전에 도포한 열전도성 윤활유를 세척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열 싱
크를 주문할 때는 열 싱크 세척 키트를 주문해야 합니다.

내부 SD 카드 교체
이 서버의 마더보드에는 내부 SD 카드 베이 2개가 있습니다.

듀얼 SD 카드가 지원됩니다. Cisco IMC 인터페이스를 통해 RAID 1 지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다음과 같이 교체하려는 SD 카드를 제거합니다.

a.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b.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c.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d. 마더보드에서 교체하려는 SD 카드를 찾습니다(그림 3-16 참고).

e. SD 카드 상단을 눌렀다가 놓으면 슬롯 바깥쪽으로 튀어나옵니다.

f. 슬롯에서 SD 카드를 제거합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SD 카드를 설치합니다.

a. 레이블이 있는 쪽이 위로 오도록 하여 SD 카드를 슬롯에 밀어 넣습니다.

b. SD 카드가 딸깍 소리가 나며 슬롯에 고정되도록 카드 상단을 누릅니다. 

c.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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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3단계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그림 3-16 마더보드의 SD 카드 베이 및 USB 포트 위치

내부 USB 포트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주의 서버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내부 USB 드라이브를 운영중 교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버의 모든 USB는 최초 제작 시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서버 BIOS에서 내부 USB 포
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마더보드의 USB 포트 위치는 그림 3-16을 참고하십
시오.

1단계 부팅 중에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2 키를 눌러 BIOS Setup Utility를 시작합니다. 

2단계 Advanced(고급) 탭으로 이동합니다.

3단계 Advanced(고급) 탭에서 USB Configuration(USB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4단계 USB Configuration(USB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서 USB Ports Configuration(USB 포트 컨피
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5단계 스크롤하여 USB Port: Internal(USB 포트: 내부)로 이동한 다음 Enter 키를 누르고 화 상자에
서 Enabled(활성화됨) 또는 Disabled(비활성화됨)를 선택합니다.

6단계 F10 키를 눌러 설정을 저장한 다음 유틸리티를 종료합니다.

1 SD 카드 베이 SD1 및 SD2 2 USB 3.0 포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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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라이저(내부 라이저 3) 교체
이 서버에는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에만 사용되는 전용 내부 라이저(라이저 3)가 있습
니다. 전용 마더보드 소켓에 장착되는 이 라이저는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용 수평 소
켓을 제공합니다.

1단계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버를 준비합니다.

a.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b.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c.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기존 RAID 컨트롤러 라이저를 제거합니다(그림 3-17 참고).

a. 기존 라이저에 카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카드에서 SAS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b. 라이저를 똑바로 들어 올려 마더보드 소켓에서 분리합니다. 라이저 브래킷도 내부 섀시 벽면
에 브래킷을 고정하는 2개 페그를 분리하여 들어 올려야 합니다.

c. 라이저를 거꾸로 놓습니다.

d. 라이저에서 카드를 제거합니다. 카드를 라이저 브래킷에 고정하는 나비형 나사를 푼 다음 라
이저의 소켓에서 카드를 똑바로 당겨 빼냅니다(그림 3-18 참고).

3단계 다음과 같이 새 RAID 컨트롤러 라이저를 설치합니다.

a. 새 라이저에 RAID 컨트롤러 카드를 설치합니다.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교체, 
3-3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b. 마더보드의 소켓에 라이저 커넥터를 맞춥니다. 그와 동시에 브래킷 뒷면의 슬롯 2개를 내부 
섀시 벽면의 페그 2개와 맞춥니다.

c. 그 상태로 아래쪽으로 조심스럽게 눌러 라이저 커넥터를 마더보드 소켓에 장착합니다. 금속 
라이저 브래킷도 섀시 벽면에 브래킷을 고정하는 2개 페그에 장착해야 합니다.

d. RAID 컨트롤러 카드의 커넥터에 SAS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4단계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5단계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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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라이저(내부 라이저 3) 위치

1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라이저 어셈
블리(브래킷 상단)

2 라이저의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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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교체
이 서버는 전용 내부 라이저(라이저 3)의 수평 소켓에 삽입 가능한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도 참고하십시오.

• 모듈형 RAID 컨트롤러 TMM(전송 가능 메모리 모듈) 교체, 3-33페이지

• 슈퍼캡 전원 모듈(RAID 백업) 교체, 3-36페이지

참고 하드웨어 RAID 컨트롤러 카드와 임베디드 RAID 컨트롤러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RAID 
지원에 한 자세한 내용은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C-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RAID 카드 펌웨어 호환성

RAID 컨트롤러의 펌웨어와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Cisco IMC 및 BIOS 버전 간의 호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펌웨어가 호환되지 않는 경우 사용 중인 펌웨어 릴리스용 HUU(호스트 업그레
이드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RAID 컨트롤러 펌웨어를 적절하게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해 
호환되는 레벨로 조정합니다.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하여 서버 구성 요소를 호환되는 레벨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에 
한 지침은 사용 중인 Cisco IMC 릴리스의 HUU 가이드(HUU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교체 절차

1단계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버를 준비합니다.

a.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b.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c.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에서 RAID 컨트롤러 라이저를 제거합니다(그림 3-17 참고).

a. 기존 RAID 컨트롤러 카드에서 SAS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b. 라이저를 똑바로 들어 올려 마더보드 소켓에서 분리합니다. 라이저 브래킷도 내부 섀시 벽면
에 브래킷을 고정하는 2개 페그를 분리하여 들어 올려야 합니다.

c. 라이저를 거꾸로 놓습니다.

3단계 다음과 같이 라이저에서 카드를 제거합니다.

a. 카드를 금속 라이저 브래킷에 고정하는 나비형 나사 하나를 풉니다(그림 3-18 참고).

b. 라이저의 소켓과 라이저 브래킷의 안내 채널에서 카드를 똑바로 당겨 빼냅니다.

4단계 다음과 같이 라이저에 RAID 컨트롤러 카드를 설치합니다.
3-30
Cisco UCS C220 M4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OL-32473-01

http://www.cisco.com/c/en/us/support/servers-unified-computing/ucs-c-series-rack-servers/products-user-guide-list.html


 

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주의 라이저에 카드를 넣을 때는 카드 아래쪽의 전자 구성 요소가 라이저 일부분에 긁히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카드에 나비형 나사를 장착하기 위한 라이저의 나사 홈에 카드 구성 요소가 걸려 구
성 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그림 3-18의 항목 4 참고).

a. 라이저를 거꾸로 놓고 카드를 라이저에 장착합니다. 카드 오른쪽 끝을 라이저의 정렬 채널에 
맞추고 카드 가장자리의 커넥터를 라이저의 소켓에 맞춥니다(그림 3-18 참고).

b. 카드 아래쪽이 라이저의 나사 홈에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카드 양쪽 모서리를 눌러 라이
저 소켓의 커넥터에 장착합니다. 

c. 라이저를 고정하는 나비형 나사 하나를 라이저 브래킷에 조입니다.

5단계 다음과 같이 라이저를 서버에 다시 장착합니다. 

a. 마더보드의 소켓에 라이저 커넥터를 맞춥니다. 그와 동시에 브래킷 뒷면의 슬롯 2개를 내부 
섀시 벽면의 페그 2개와 맞춥니다.

b. 그 상태로 아래쪽으로 조심스럽게 눌러 라이저 커넥터를 마더보드 소켓에 장착합니다. 금속 
라이저 브래킷도 섀시 벽면에 브래킷을 고정하는 2개 페그에 장착해야 합니다.

6단계 RAID 컨트롤러 카드의 커넥터에 SAS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7단계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8단계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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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라이저의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1 거꾸로 놓은 라이저의 카드 소켓 3 카드의 나비형 나사

2 라이저의 안내 채널 4 라이저의 나사 홈

주의: 이 나사 홈에 카드 아래쪽이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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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RAID 컨트롤러 TMM(전송 가능 메모리 모듈) 교체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에 어태치하는 TMM(전송 가능 메모리 모듈)을 최초 제작 후 설치하
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도 참고하십시오.

•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교체, 3-30페이지

• 슈퍼캡 전원 모듈(RAID 백업) 교체, 3-36페이지

1단계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버를 준비합니다.

a.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b.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c.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에서 RAID 컨트롤러 라이저를 제거합니다(그림 3-17 참고).

a. 기존 RAID 컨트롤러 카드에서 SAS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b. 라이저를 똑바로 들어 올려 마더보드 소켓에서 분리합니다. 라이저 브래킷도 내부 섀시 벽면
에 브래킷을 고정하는 2개 페그를 분리하여 들어 올려야 합니다.

c. 라이저를 거꾸로 놓습니다.

3단계 다음과 같이 라이저에서 카드를 제거합니다.

a. 카드를 금속 라이저 브래킷에 고정하는 나비형 나사 하나를 풉니다(그림 3-18 참고).

b. 라이저의 소켓과 라이저 브래킷의 안내 채널에서 카드를 똑바로 당겨 빼냅니다.

c.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카드를 놓아 둡니다.

4단계 다음과 같이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에서 TMM을 제거합니다(그림 3-19 참고).

a. 카드의 플라스틱 브래킷에서 TMM 양쪽 끝에는 고정 플라스틱 클립이 있습니다. 각 클립을 
TMM에서 조심스럽게 벌립니다.

b. TMM을 똑바로 당겨 2개 플라스틱 안내 페그에서 들어올린 다음 카드의 소켓에서 빼냅니다.

5단계 다음과 같이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에 TMM을 설치합니다(그림 3-19 참고).

a. 카드에 브래킷에 TMM을 맞춥니다. TMM 아래쪽의 커넥터를 카드의 소켓에 맞춥니다. TMM
의 안내 구멍 2개를 카드의 안내 페그 2개에 맞춥니다.

주의 다음 단계에서는 커넥터나 소켓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TMM을 카드 표면과 평행하도록 수평
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b. TMM의 안내 구멍이 카드의 안내 페그 위에 오도록 TMM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c. 브래킷의 플라스틱 클립이 TMM의 양쪽 끝에서 닫히도록 TMM을 아래로 누릅니다.

d. 커넥터가 카드의 소켓에 완전히 장착되도록 TMM을 아래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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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다음과 같이 라이저에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를 다시 설치합니다.

참고 TMM을 처음 설치하는 경우 SCPM(슈퍼캡 전원 모듈)도 설치해야 합니다. SCPM 케이블은 TMM
의 커넥터에 어태치됩니다. 슈퍼캡 전원 모듈(RAID 백업) 교체, 3-3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a. TMM의 커넥터에 슈퍼캡 전원 모듈(RAID 배터리)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그림 3-19 참고).

b. 라이저를 거꾸로 놓고 카드의 커넥터를 라이저의 소켓에 맞춥니다. 카드 끝도 라이저 브래킷
의 안내 채널 안으로 넣어야 합니다(그림 3-18 참고).

c. 카드 양쪽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밀어 카드를 소켓에 장착합니다. 

d. 라이저를 고정하는 나비형 나사 하나를 라이저 브래킷에 조입니다.

7단계 다음과 같이 라이저를 서버에 다시 장착합니다. 

a. 마더보드의 소켓에 라이저 커넥터를 맞춥니다. 그와 동시에 브래킷 뒷면의 슬롯 2개를 내부 
섀시 벽면의 페그 2개와 맞춥니다.

b. 그 상태로 아래쪽으로 조심스럽게 눌러 라이저 커넥터를 마더보드 소켓에 장착합니다. 금속 
라이저 브래킷도 섀시 벽면에 브래킷을 고정하는 2개 페그에 장착해야 합니다.

8단계 RAID 컨트롤러 카드의 커넥터에 SAS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9단계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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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그림 3-19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의 TMM
 

1 모듈형 RAID 카드의 TMM 5 안내 페그(측면도) 

2 고정 브래킷 클립 6 모듈형 RAID 카드의 소켓(측면도)

3 TMM의 안내 구멍에 끼워 넣는 브래킷의 안
내 페그

7 TMM 아래쪽의 커넥터(측면도)

4 TMM의 SCPM 케이블 커넥터 8 고정 클립(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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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캡 전원 모듈(RAID 백업) 교체
이 서버에는 SCPM(슈퍼캡 전원 모듈) 하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팬 모듈 행 중간의 브래킷에 이 
장치를 마운트합니다(그림 3-20 참고).

SCPM은 NAND 플래시로 캐시를 오프로드하여 갑작스러운 정전 시 디스크 나중 쓰기 캐시 
DRAM에 해 약 3년에 해당하는 백업을 제공합니다.

다음 항목도 참고하십시오.

•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교체, 3-30페이지

• 모듈형 RAID 컨트롤러 TMM(전송 가능 메모리 모듈) 교체, 3-33페이지

경고 배터리를 잘못 교체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시에는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것과 
같거나 동급 유형인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사용한 배터리는 제조업체 지침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명령문 1015

1단계 기존 SCPM을 제거합니다(그림 3-20 참고).

a.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b.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c.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d. 기존 SCPM에서 SCPM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e. 브래킷 고정 바에서 고정 클립을 해제한 다음 고정 바를 엽니다(그림 3-20 참고).

f. SCPM을 브래킷에서 들어 올린 다음 옆에 놓아 둡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새 SCPM을 설치합니다.

a. 마운팅 브래킷에 새 SCPM을 넣습니다.

b.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에서 새 SCPM으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c. SCPM 위로 고정 바를 닫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도록 고정 클립을 아래로 눌러 고정 바를 단
단히 고정합니다.

d.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e.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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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SCPM 브래킷 위치

소프트웨어 RAID 5 키 모듈 대체 
이 서버의 마더보드에는 RAID 5 키 모듈용 2핀 헤더가 있습니다. 이 모듈은 RAID 5 지원을 추가
하기 위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RAID 컨트롤러 옵션을 업그레이드합니다(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C-11페이지 참고).

1단계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버를 준비합니다.

a.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b.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c.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기존 소프트웨어 RAID 5 키 모듈을 제거합니다.

a. 마더보드에서 모듈을 찾습니다(그림 3-21 참고).

b. RAID 키 보드를 잡은 상태로 헤더의 고정 클립을 벌린 다음 모듈을 똑바로 당겨 빼냅니다(그
림 3-22 참고).

1 팬 3과 4 사이의 SCPM 마운팅 브래킷 3 고정 바 고정 클립

2 고정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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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마더보드의 RAID 5 키 헤더 위치

3단계 다음과 같이 새 소프트웨어 RAID 5 키 모듈을 설치합니다.

a. 모듈을 마더보드 헤더의 핀에 맞춥니다.

b. 모듈이 고정되고 고정 클립이 모듈 위로 잠기도록 모듈을 조심스럽게 아래로 누릅니다(그
림 3-22 참고).

그림 3-22 소프트웨어 RAID 5 키 모듈 고정 클립

4단계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5단계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RAID 5 키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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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듈에 인쇄된 회로 기판 3 마더보드 헤더

2 마더보드 헤더의 고정 클립 4 설치된 위치의 고정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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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e 라이저 어셈블리 교체
이 서버에는 단일 라이저 어셈블리에 어태치되는 PCIe 라이저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림 3-23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이저 1은 PCIe 슬롯 1을, 라이저 2는 PCIe 슬롯 2를 제공합니다. 
각 라이저의 PCIe 슬롯에 한 설명은 표 3-5를 참고하십시오.

그림 3-23 PCIe 슬롯이 표시된 후면 패널

PCIe 라이저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단계 다음과 같이 교체하려는 PCIe 라이저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a.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b.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c.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d. 두 손으로 라이저 어셈블리의 금속 브래킷을 잡고 똑바로 들어 올려 커넥터를 마더보드의 소
켓 2개에서 분리합니다.

e. 라이저에 카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라이저에서 카드를 제거합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새 PCIe 라이저 어셈블리를 설치합니다.

a. 이전 라이저 어셈블리에서 카드를 제거한 경우에는 새 라이저 어셈블리에 카드를 설치합니다
(PCIe 카드 교체, 3-40페이지 참고).

b. 라이저 어셈블리를 마더보드의 소켓 2개와 섀시 정렬 채널 위에 놓습니다(그림 3-24 참고).

c. 라이저 어셈블리의 양쪽 끝을 조심스럽게 아래로 눌러 커넥터를 마더보드의 소켓 2개에 완전
히 장착합니다.

3단계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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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그림 3-24 PCIe 라이저 어셈블리 위치 및 정렬 채널

PCIe 카드 교체 

주의 Cisco는 Cisco에서 검증 및 판매하는 모든 PCIe 카드를 지원합니다. Cisco에서 검증 및 판매하지 
않는 PCIe 카드 사용 시의 결과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Cisco는 항상 C-Series 랙 마운트 서버를 
지원하지만 표준 상용 서드파티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당 특정 서드파티 카드에서 문제가 발
생하는 경우 서드파티 카드 벤더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PCIe 슬롯, 3-41페이지

• PCIe 카드 교체, 3-41페이지

• Cisco UCS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 관련 특별 고려 사항, 3-44페이지

• Cisco UCS Fusion ioDrive3 Storage Accelerator 카드 관련 특별 고려 사항, 3-45페이지

• 여러 PCIe 카드 설치 및 리소소 제한 문제 해결, 3-46페이지

1 PCIe 라이저 어셈블리 브래킷 2 섀시 정렬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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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e 슬롯

이 서버에는 PCIe 카드 수평 설치를 위한 PCIe 라이저 2개(도구 필요 없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저의 PCIe 슬롯에 한 설명은 그림 3-25 및 표 3-5를 참고하십시오. 

이 두 슬롯은 모두 NCSI(네트워크 통신 서비스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및 기 전원을 지원합니다. 

그림 3-25 PCIe 슬롯이 표시된 후면 패널

PCIe 카드 교체

참고 Cisco UCS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제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Cisco UCS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 관련 특별 고려 사항, 3-4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참고 RAID 컨트롤러 카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C-1페이지에서 지원
되는 카드 및 케이블에 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PCIe 카드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단계 다음과 같이 PCIe 라이저에서 기존 PCIe 카드 또는 빈 장착 패널을 제거합니다.

a.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를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b.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c.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d. 교체하려는 PCIe 카드의 포트에서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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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PCIe 확장 슬롯

슬롯 번호 전기 레인 폭 커넥터 길이 카드 길이1 

1. 내부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되는 길이입니다.

카드 높이2 

2. 후면 패널 개구부의 크기입니다.

NCSI 지원

1(라이저 1) 3세  x16 x24 커넥터 3/4 길이 전체 높이 예

2(라이저 버전 2A)3

3. 단일 CPU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슬롯 2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세  x16 x24 커넥터 1/2 길이 1/2 높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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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두 손으로 라이저 어셈블리의 금속 브래킷을 잡고 똑바로 들어 올려 커넥터를 마더보드의 소
켓 2개에서 분리합니다.

f. 카드의 후면 패널 탭을 고정하는 힌지 플라스틱 고정부를 엽니다(그림 3-26 참고).

g. PCIe 카드의 양쪽 끝을 같은 힘으로 잡아당겨 PCIe 라이저의 소켓에서 제거합니다.

라이저에 카드가 없으면 라이저의 후면 개구부에서 빈 패널을 제거합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새 PCIe 카드를 설치합니다.

a. 힌지 플라스틱 고정부를 엽니다

b. 힌지 탭 고정부를 연 상태로 새 PCIe 카드를 PCIe 라이저의 빈 소켓에 맞춥니다.

c. 카드 양쪽 끝을 같은 힘으로 눌러 소켓에 카드를 완전히 장착합니다.

d. 카드의 후면 패널 탭이 라이저 후면 패널 개구부에 평평하게 놓여 있는지 확인한 다음 카드의 
후면 패널 탭 위로 힌지 탭 고정부를 닫습니다(그림 3-26 참고).

e. PCIe 라이저를 마더보드의 소켓 2개와 섀시 정렬 채널 위에 놓습니다(그림 3-24 참고).

f. PCIe 라이저의 양쪽 끝을 조심스럽게 아래로 눌러 커넥터를 마더보드의 소켓에 완전히 장착
합니다.

g.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h.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i. 교체한 카드가 RAID 컨트롤러인 경우 RAID 컨트롤러 교체 후 RAID 컨피그레이션 복원, C-24
페이지를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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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PCIe 라이저 어셈블리

1 힌지 후면 패널 탭 고정부 2 라이저의 카드 소켓(라이저 2 소켓이 표시
되어 있음)

35
32

89

1

2

3-43
Cisco UCS C220 M4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OL-32473-01



 

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버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Cisco UCS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 관련 특별 고려 사항

표 3-6에서는 지원되는 Cisco UCS VIC(가상 인터페이스 카드)의 요건에 해 설명합니다.

이 서버는 최  2개의 PCIe 스타일 VIC와 mLOM 스타일 VIC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Cisco 카드 NIC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IC가 설치된 위치와 일치하는 VIC 슬롯 설정도 적용
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라이저 1, 라이저 2, Flex-LOM입니다. NIC 모드 및 NIC 이중화 
설정, 2-1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Cisco UCS Manager 통합을 위해 Cisco UCS VIC 카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UCS Manager와 
Cisco UCS C-Series 서버 통합 가이드에서 지원되는 컨피그레이션, 케이블 및 기타 요건도 참고
하십시오.

참고 Cisco UCS VIC 1227(UCSC-MLOM-CSC-02)은 특정 Cisco SFP+ 모듈을 사용하는 Cisco 카드 NIC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되지 않습니다. 일련 번호 범위 MOC1238xxxx~MOC1309xxxx에 
포함되는 Cisco SFP+ 모듈 부품 번호 37-0961-01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Cisco Card NIC 모드에
서 Cisco UCS VIC 1227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품 번호가 다른 Cisco SFP+ 모듈을 사용하십시
오. 일련 번호가 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품 번호(37-0961-01)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지원되는 기타 SFP+ 모듈은 이 어댑터의 데이터 시트 Cisco UCS VIC 1227 데이터 시트
를 참고하십시오.

표 3-6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한 Cisco UCS C220 M4 요건

VIC(가상 인터페이스 
카드)

서버에서 
지원되는 
VIC 수

VIC를 지원
하는 슬롯 

Cisco UCS 
Manager 통합용 
기본 슬롯

Cisco 카드 NIC 
모드용 기본 슬롯

최소 
Cisco 
IMC 펌
웨어

최소 VIC 
펌웨어

Cisco UCS VIC1225 

UCSC-PCIE-CSC-02

PCIe 2개 PCIe 1

PCIe 2

PCIe 1 PCIe 1 1.4(6) 2.1(0)

Cisco UCS VIC1225T

UCSC-PCIE-C10T-02

PCIe 2개 PCIe 1

PCIe 2

PCIe 1 PCIe 1 1.5(1) 2.1(1)

Cisco UCS VIC13851

UCSC-PCIE-C40Q-03

1. Cisco UCS VIC1385의 경우 최적의 성능을 위해 항상 기본 슬롯 1을 사용하십시오. 지원되는 다른 슬롯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성능
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VIC 카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기본 슬롯 1에서 Cisco UCS VIC1385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성능을 최 화할 수 있
습니다.

PCIe 2개 PCIe 1

PCIe 2
현재는 지원되지 
않음

PCIe 1 2.0(4) 4.0(4b)

Cisco UCS VIC 1227

UCSC-MLOM-CSC-02

mLOM 1개 mLOM mLOM mLOM 2.0(3) 4.0(0)

Cisco UCS VIC 1227T

UCSC-MLOM-C10T-02

mLOM 1개 mLOM mLOM mLOM 2.0(4) 4.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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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Fusion ioDrive3 Storage Accelerator 카드 관련 특별 고려 사항

표 3-7에서는 지원되는 Cisco UCS Fusion ioDrive3 카드의 요건에 해 설명합니다.

Fusion ioDrive3 카드에 대해 더 높은 전력 요구량 활성화

5800GB 카드와 같은 일부 Fusion ioDrive3 Accelerator 카드의 기본 전력 요구량은 25W이지만 디
바이스에 해 25W보다 많은 전력을 공급하도록 PCIe 슬롯을 구성하면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PCIe 슬롯에서 25W보다 많은 전력 요구량을 지원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슬롯은 IO Accelerator VSL 소프트웨어에서 재정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구성하는 경우 더 
높은 디바이스 전력 요구량인 55W(최  75W)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 중인 정확한 서버 컨피그레이션의 총 전력 요구량을 확인하려면 
http://www.cisco.com/assets/cdc_content_elements/flash/dataCenter/cisco_ucs_power_calcul
ator/에서 제공되는 Cisco UCS Power Calculator를 사용합니다.

/usr/modprove.d/iomemory-vsl.conf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IO Accelerator VSL 소프트웨어의 재
정의 매개변수는 디바이스가 PCIe 슬롯에서 25W보다 많은 전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정을 재정의합니다. 디바이스 일련 번호를 사용해 디바이스에서 이 매개변수를 활성화합니다.

참고 재정의 매개변수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IO Accelerator VSL 소프트웨어의 설정이며 디바이스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바이스를 새 서버로 이동하면 외부 전원 케이블을 추가하거나 새 서
버에서 해당 디바이스에 해 재정의 매개변수를 활성화할 때까지 25W의 기본 전력 제한이 적용
됩니다. 

표 3-7 Fusion ioDrive3 카드에 대한 Cisco UCS C220 M4 요건

카드
지원되는 최대 
카드 수

이러한 카드
를 지원하는 
슬롯 

25W 초과 
전력 재정
의를 지원
하는 슬롯 

최소 Cisco 
IMC 펌웨어 

카드 높이
(후면 패
널 탭)

Cisco UCS 5800 GB MLC Fusion 
ioDrive3

UCSC-F-FIO-5800M=

1 PCIe 1 모두1

1. 일부 카드에서는 성능 개선을 위해 모든 슬롯이 전력 요구량 기본값인 25W보다 많은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Fusion ioDrive3 
카드에 해 더 높은 전력 요구량 활성화, 3-4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2.0(2) 전체 높이

Cisco UCS 2900 GB MLC Fusion 
ioDrive3

UCSC-F-FIO-2900M=

2 PCIe 1

PCIe 2
해당 없음 2.0(2) 절반 높이2

2. 전체 높이 슬롯에 절반 높이 카드를 끼우려면 후면 패널 탭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Cisco UCS 1450 GB MLC Fusion 
ioDrive3

UCSC-F-FIO-1450M=

2 PCIe 1

PCIe 2
해당 없음 2.0(2) 절반 높이

Cisco UCS 1150 GB MLC Fusion 
ioDrive3

UCSC-F-FIO-1150M=

2 PCIe 1

PCIe 2
해당 없음 2.0(2) 절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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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IO VSL Accelerator 소프트웨어에서 fio-status 명령을 사용하면 설치된 Fusion 디바이스의 일
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샘플 출력이 나와 있습니다.

fio-status
Adapter: Dual Controller Adapter 
Fusion-io ioDrive2 3.0TB, Product Number:F01-001-2T41-CS-0001, FIO SN:1149D0969 
External Power: NOT connected 
PCIe Power limit threshold: 24.75W 
Connected ioMemory modules: 
fct2: SN:1149D0969-1121 
fct3: SN:1149D0969-1111 

이 예에서 어댑터 일련 번호는 1149D0969입니다. 시스템에 Fusion ioDrive3 디바이스가 여러  
설치되어 있는 경우 fio-beacon 명령을 사용하여 각 디바이스의 실제 위치를 확인합니다.

참고 카드에도 일련 번호 레이블이 있지만 fio-status 명령을 사용하여 일련 번호가 어댑터 일
련 번호(위 샘플 출력의 FIO SN)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 설치되는 /usr/modprove.d/iomemory-vsl.conf 파일을 편집하여 
재정의 매개변수를 설정합니다.

external_power_override 매개변수의 값을 변경합니다. 여기서 이 매개변수의 <value>는 쉼표로 
구분된 어댑터 일련 번호 목록입니다.

options iomemory-vsl external_power_override=<value>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options iomemory-vsl external_power_override=1149D0969,1159E0972

3단계 매개변수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서버를 재부팅하거나 드라이버를 언로드했다가 다시 로드합니다.

여러 PCIe 카드 설치 및 리소소 제한 문제 해결

서버에 여러 PCIe 애드온 카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시스템에서 PCIe 디바이스에 필요한 다음 리
소스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옵션 ROM 메모리 공간

• 16비트 I/O 공간

이 섹션의 항목에서는 이러한 리소스 제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옵션 ROM 실행을 위한 메모리 공간 부족 문제 해결, 3-46페이지

• 16비트 I/O 공간 부족 문제 해결, 3-47페이지

옵션 ROM 실행을 위한 메모리 공간 부족 문제 해결

시스템에는 PCIe 레거시 옵션 ROM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메모리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므
로 서버에 많은 수의 PCIe 애드온 카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시스템 BIOS에서 모든 옵션 ROM을 실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BIOS는 PCIe 카드가 열거되는 순서(슬롯 1, 슬롯 2, 슬롯 3...)
로 옵션 ROM을 로드하고 실행합니다. 

시스템 BIOS에 모든 PCIe 옵션 ROM을 로드할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면 시스템은 해당 옵션 ROM 
로드를 건너뛰고 Cisco IMC 컨트롤러에 SEL(시스템 이벤트 로그) 이벤트를 보고하며, BIOS 
Setup Utility의 Error Manager(오류 관리자) 페이지에서 다음 오류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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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CODE SEVERITY INSTANCE DESCRIPTION
146 Major N/A PCI out of resources error.

Major severity requires user
intervention but does not
prevent system boot.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스템 부팅에 필요하지 않은 옵션 ROM을 비활성화합니다. BIOS Setup 
Utility는 PCIe 확장 슬롯에 해 PCIe 슬롯 레벨에서, 그리고 온보드 NIC에 해 포트 레벨에서 
옵션 ROM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설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BIOS Setup Utility 
Advanced(고급) PCI Configuration(PCI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서 이러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AID 컨트롤러 부팅 지침

서버가 기본적으로 RAID 스토리지에서 부팅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면 RAID 컨트롤러 컨피그
레이션에 따라 RAID 컨트롤러가 설치된 슬롯에 해 BIOS에서 옵션 ROM이 활성화되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슬롯에 해 옵션 ROM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시스템 부팅 순서에서 RAID 컨트롤러가 
표시되지 않으면 RAID 컨트롤러 옵션 ROM을 실행할 메모리 공간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
다. 이 경우에는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에 필요하지 않은 기타 옵션 ROM을 비활성화하여 RAID 
컨트롤러 옵션 ROM용으로 일부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 온보드 NIC PXE 부팅 지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온보드 NIC에서 PXE 부팅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면 BIOS Setup 
Utility에서 부팅해야 하는 온보드 NIC에 해 옵션 ROM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기타 옵션 ROM은 비활성화하여 온보드 NIC용으로 충분한 메모리 공
간을 생성하십시오.

16비트 I/O 공간 부족 문제 해결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레거시 16비트 I/O 리소스는 64KB뿐입니다. PCIe 컨트롤러는 CPU에 통
합되어 있으므로 이 64KB의 I/O 공간은 시스템의 CPU 간에 분할 할당됩니다. 이 서버 BIOS에는 
각 CPU의 16비트 I/O 리소스 요건을 동적으로 탐지한 다음 BIOS POST의 PCI 버스 열거 단계 중
에 16비트 I/O 리소스를 CPU 간에 균형 있게 할당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여러 PCIe 카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시스템 BIOS에 일부 PCIe 디바이스용 I/O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BIOS에서 PCIe 디바이스에 필요한 I/O 리소스를 할당할 수 없으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 시스템에서 무한 재설정 루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BIOS가 PCIe 디바이스를 초기화하는 동안 작동이 중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PCIe 옵션 ROM 부팅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 시스템이 잠긴 것처럼 보일 수 있
습니다.

• BIOS에서 PCIe 부팅 디바이스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PCIe 옵션 ROM이 초기화 오류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BIOS가 운영 체제에 제
어권을 전달하기 전에 나타납니다.

• 키보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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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16비트 I/O 로드 밸런싱을 다시 수행합니다.

1. 사용하지 않는 PCIe 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합니다.

2. 시스템에 Cisco VIC(가상 인터페이스 카드)가 하나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Cisco IMC 웹 UI에
서 Network Adapters(네트워크 어댑터) 페이지를 통해 시스템 부팅 컨피그레이션에 필요하
지 않은 VIC에서 PXE 부팅을 비활성화하여 일부 16비트 I/O 리소스를 확보합니다. 각 VIC는 
최소 16KB의 16비트 I/O 리소스를 사용하므로 Cisco VIC에서 PXE 부팅을 비활성화하면 시
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PCIe 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16비트 I/O 리소스를 확
보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 설치 및 활성화 
TPM(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은 마더보드 소켓에 어태치된 소형 회로 기판입니다. 소켓 위치
는 마더보드의 전원 공급 장치의 PCIe 라이저 2 사이에 있습니다(그림 3-27 참고).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설명합니다. TPM 설치 및 활성화 시에는 이 절차를 여기에 나
와 있는 순서로 수행해야 합니다.

1. TPM 하드웨어 설치, 3-48페이지

2. BIOS에서 TPM 지원 활성화, 3-49페이지

3. BIOS에서 Intel TXT 기능 활성화, 3-50페이지

참고 보안상 TPM은 단방향 나사를 사용하여 설치됩니다. 표준 나사돌리개를 사용하여 TPM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TPM 하드웨어 설치

1단계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버를 준비합니다.

a.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b.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c.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d. PCIe 라이저 2에 설치된 카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3-27을 참고하십시오.

• PCIe 라이저 2에 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TPM 소켓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단계로 
진행합니다.

• PCIe 라이저 2에 카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섀시에서 PCIe 라이저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PCIe 라이저 어셈블리 교체, 3-39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2단계 다음과 같이 TPM을 설치합니다(그림 3-27 참고).

a. 그림 3-27에 나와 있는 마더보드의 TPM 소켓을 찾습니다.

b. 마더보드 회로 기반 아래쪽의 커넥터를 마더보드 TPM 소켓에 맞춥니다. TPM 보드의 나사 구
멍을 TPM 소켓 옆의 나사 구멍에 맞춥니다.

c. TPM을 같은 힘으로 눌러 마더보드 소켓에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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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PM을 고정하는 단방향 나사 하나를 마더보드에 설치합니다.

e. PCIe 라이저 어셈블리를 제거한 경우에는 지금 서버에 다시 장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Ie 
라이저 어셈블리 교체, 3-39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f.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g. 랙의 서버를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3단계 BIOS에서 TPM 지원 활성화, 3-49페이지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림 3-27 마더보드의 TPM 소켓 위치

BIOS에서 TPM 지원 활성화

참고 하드웨어 설치 후에는 BIOS에서 TPM 지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1단계 다음과 같이 TPM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a. 부팅 중에 F2 프롬프트가 표시되는지 잘 살펴보다가 F2 키를 눌러 BIOS 설정을 시작합니다.

b. BIOS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IOS Setup Utility에 로그인합니다.

c. BIOS Setup Utility 윈도우에서 Advanced(고급) 탭을 선택합니다.

d. Trusted Computing(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을 선택하여 TPM 보안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윈도우를 엽니다.

e. TPM SUPPORT(TPM 지원)를 Enabled(활성화됨)로 변경합니다.

f. F10 키를 눌러 설정을 저장하고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1 마더보드의 TPM 소켓 및 나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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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이제 TPM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 부팅 중에 F2 프롬프트가 표시되는지 잘 살펴보다가 F2 키를 눌러 BIOS 설정을 시작합니다.

b. BIOS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IOS Setup Utility에 로그인합니다.

c. Advanced(고급) 탭을 선택합니다. 

d. Trusted Computing(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을 선택하여 TPM 보안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윈도우를 엽니다.

e. TPM SUPPORT(TPM 지원) 및 TPM State(TPM 상태)가 Enabled(활성화됨)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BIOS에서 Intel TXT 기능 활성화, 3-50페이지를 계속 진행합니다.

BIOS에서 Intel TXT 기능 활성화

Intel TXT(Trusted Execution Technology)는 비즈니스 서버에서 사용되며 저장되는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합니다. 이러한 보호의 주요 측면은 민감한 데이터에 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격리된 실행 환경과 연결된 메모리 섹션을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에 표시되지 않도록 프로비저닝
하는 것입니다. Intel TXT는 암호화 키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보관될 수 있는 봉인된 스토리지 
부분을 제공하여 악성 코드의 공격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1단계 서버를 재부팅하고 프롬프트를 확인한 후 F2 키를 누릅니다.

2단계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2 키를 눌러 BIOS Setup Utility를 시작합니다.

3단계 다음과 같이 전제조건 BIOS 값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 Advanced(고급) 탭을 선택합니다.

b. Intel TXT(LT-SX) Configuration(Intel TXT(LT-SX)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하여 Intel 
TXT(LT-SX) 하드웨어 지원 윈도우를 엽니다.

c. 다음 항목이 Enabled(활성화됨)로 나열되는지 확인합니다.

– VT-d Support(VT-d 지원 - 기본값은 Enabled(활성화됨))

– VT Support(VT 지원 - 기본값은 Enabled(활성화됨))

– TPM Support(TPM 지원)

– TPM State(TPM 상태)

• VT-d Support(VT-d 지원) 및 VT Support(VT 지원)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면 4단계로 건너
뜁니다.

• VT-d Support(VT-d 지원) 및 VT Support(VT 지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계
속 진행하여 활성화합니다. 

d. Esc 키를 눌러 BIOS Setup Utility의 Advanced(고급) 탭으로 돌아옵니다.

e. Advanced(고급) 탭에서 Processor Configuration(프로세서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하여 프
로세서 컨피그레이션 윈도우를 엽니다.

f. Intel (R) VT 및 Intel (R) VT-d를 Enabled(활성화됨)로 설정합니다.

4단계 Intel TXT(Trusted Execution Technology)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a. Intel TXT(LT-SX) 하드웨어 지원 윈도우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윈도우로 돌아갑니다.

b. TXT Support(TXT 지원)를 Enabled(활성화됨)로 설정합니다.

5단계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BIOS Setup Utility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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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OM 카드 교체

이 서버에서는 mLOM(모듈형 LOM) 카드를 사용하여 후면 패널 추가 연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mLOM 카드 소켓은 서버가 12V 기 전원 모드일 때도 전원이 켜진 상태로 유지되며 NCSI(네
트워크 통신 서비스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1단계 다음과 같이 기존 mLOM 카드 또는 빈 패널을 제거합니다.

a.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b.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c.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2단계 mLOM 소켓의 위치는 그림 3-28을 참고하십시오.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PCIe 라이저 1 및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라이저를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PCIe 라이저 1 또는 RAID 카드 라이저가 없는 경우 mLOM 소켓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3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 PCIe 라이저 1 또는 RAID 카드 라이저에 카드가 있으면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해당 라이
저를 제거합니다. 지침은 PCIe 라이저 어셈블리 교체, 3-39페이지 및 Cisco 모듈형 RAID 컨
트롤러 카드 교체, 3-3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3단계 mLOM 카드를 섀시 바닥에 고정하는 나비형 나사 하나를 푼 다음 mLOM 카드를 수평으로 밀어 
마더보드 소켓에서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4단계 다음과 같이 새 mLOM 카드를 설치합니다.

a. mLOM 카드를 섀시 바닥에 놓아 해당 커넥터를 마더보드 소켓에, 나비형 나사를 섀시 바닥의 
홈에 맞춥니다.

b. 카드의 커넥터를 마더보드 소켓에 수평으로 밀어 넣습니다.

c. 나비형 나사를 조여 카드를 섀시 바닥에 고정합니다.

5단계 PCIe 라이저 1 또는 RAID 카드 라이저를 제거한 경우 서버에 다시 장착합니다. 지침은 PCIe 라
이저 어셈블리 교체, 3-39페이지 및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교체, 3-30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6단계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7단계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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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mLOM 카드 소켓 위치

1 마더보드의 mLOM 카드 소켓 위치(PCIe 라이저 1 
카드와 RAID 컨트롤러 카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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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이 서버에는 전원 공급 장치를 하나 또는 2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2개 설치하면 
1+1로 이중화됩니다. 

• AC 전원 공급 장치 교체, 3-53페이지

• DC 전원 공급 장치(UCSC-PSUV2-1050DC) 설치, 3-54페이지

• 전원 공급 장치에 한 자세한 내용은 전원 사양, A-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 LED에 한 자세한 내용은 후면 패널 LED 및 버튼, 3-5페이지를 참고하십
시오.

참고 이중화된 전원 공급 장치(전원 공급 장치 2개)가 포함된 서버를 주문한 경우에는 전원 공급 장치
가 1+1로 이중화되어 있으므로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서버 전원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서버에서 여러 전원 공급 장치 유형 또는 전력을 혼합 사용하지 마십시오. 

AC 전원 공급 장치 교체

1단계 다음과 같이 교체하려는 전원 공급 장치를 꺼내거나 빈 베이에서 빈 패널을 꺼냅니다(그림 3-29 
참고).

a.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서버에 전원 공급 장치가 하나뿐인 경우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섹션, 3-8페이지의 설명
에 따라 서버를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 서버에 전원 공급 장치가 2개인 경우에는 서버를 종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b. 교체하려는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제거합니다.

c. 분리 레버를 손잡이 쪽으로 쥔 상태로 전원 공급 장치 손잡이를 잡습니다.

d. 전원 공급 장치를 베이에서 당겨 빼냅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새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합니다.

a. 전원 공급 장치 손잡이를 잡고 새 전원 공급 장치를 빈 베이에 넣습니다.

b. 분리 레버가 잠길 때까지 전원 공급 장치를 베이에 밀어 넣습니다.

c. 전원 코드를 새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합니다.

d. 서버를 종료한 경우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를 주 전원 모드로 다시 설정합니다. 

그림 3-29 전원 공급 장치 제거 및 교체 

1 전원 공급 장치 분리 레버 2 전원 공급 장치 손잡이

35
31

05

mLOM

PCIe 01 PCIe 02
PSU 01 PSU 02

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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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원 공급 장치(UCSC-PSUV2-1050DC) 설치

경고 쉽게 액세스 가능한 2개 기둥 방식 분리형 장치는 고정 배선에 통합되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명
령문 1022

경고 이 제품은 누전(과전류) 방지 기능을 갖춘 건물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역의 배선 규정
을 준수하여 설치하십시오. 명령문 1045

경고 장비를 설치할 때는 지역/국가 전기 코드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명령문 1074

주의 이 배선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의 회로 차단기에서 DC 전원을 끕니다.

1단계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의 회로 차단기에서 DC 전원을 끕니다.

참고 필요한 DC 입력 케이블은 Cisco 부품 CAB-48DC-40A-8AWG입니다. 이 3미터 케이블의 한쪽 끝
에는 그림 3-30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원 공급 장치의 DC 입력 소켓에 꽂을 수 있는 3핀 커넥터가 
있습니다. 케이블 반 쪽에는 커넥터가 없으므로 시설의 DC 전원에 배선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케이블의 미종단 끝을 시설 DC 전원 입력 소스에 배선 연결합니다.

3단계 케이블의 종단 끝을 전원 공급 장치의 소켓에 연결합니다. 커넥터를 꽂으면 그림 3-30에 나와 있
는 것처럼 배선이 올바른 극성과 접지로 맞춰집니다. 

4단계 시설의 회로 차단기에 DC 전원을 다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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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1050 W, –48 VDC 전원 공급 장치 및 케이블

1 소켓 연결용 케이블 커넥터
(CAB-48DC-40A-8AWG)

3 PSU 상태 LED

자세한 내용은 후면 패널 LED 및 버튼, 3-5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2 커넥터 연결용 DC 입력 소켓

30
51

45

1 2 3

1050W DC+DC

-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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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DIP 스위치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마더보드의 DIP 스위치 위치, 3-56페이지

• BIOS 복구 DIP 스위치 사용, 3-57페이지

• 비밀번호 지우기 DIP 스위치 사용, 3-59페이지

• CMOS 지우기 DIP 스위치 사용, 3-60페이지

마더보드의 DIP 스위치 위치
그림 3-31을 참고하십시오. DIP 스위치 블록의 위치(SW6)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

 보기에서 모든 스위치는 기본 위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BIOS 복구 - 스위치 1

• 비밀번호 지우기 - 스위치 2

• 사용되지 않음 - 스위치 3

• CMOS 지우기 - 스위치 4

그림 3-31 서비스 DIP 스위치(SW6)
  

1 딥 스위치 블록 SW6 3 비밀번호 지우기 스위치 2

2 BIOS 복구 스위치 1 4 CMOS 지우기 스위치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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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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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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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복구 DIP 스위치 사용
BIOS가 손상된 단계에 따라 동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BIOS BootBlock이 손상된 경우 시스템이 중지되고 다음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Initializing and configuring memory/hardware

• BootBlock 이외의 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BIOS FLASH IMAGE CORRUPTED****
Flash a valid BIOS capsule file using Cisco IMC WebGUI or CLI interface.
IF Cisco IMC INTERFACE IS NOT AVAILABLE, FOLLOW THE STEPS MENTIONED BELOW.
1. Connect the USB stick with recovery.cap file in root folder.
2. Reset the host.
IF THESE STEPS DO NOT RECOVER THE BIOS
1. Power off the system.
2. Mount recovery jumper.
3. Connect the USB stick with recovery.cap file in root folder.
4. Power on the system.
Wait for a few seconds if already plugged in the USB stick.
REFER TO SYSTEM MANUAL FOR ANY ISSUES.

참고 위의 메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BIOS 복구 시에는 두 가지 절차를 수행합니다. 절차 1을 먼저 수
행해 봅니다. 이 절차를 수행해도 BIOS가 복구되지 않으면 절차 2를 사용합니다.

절차 1: recovery.cap 파일을 사용하여 재부팅

1단계 BIOS 업데이트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여 임시 위치에 파일을 추출합니다. 

2단계 USB Thumb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토리에 추출한 복구 폴더의 콘텐츠를 복사합니다. 복구 폴더에
는 이 절차에 필요한 recovery.cap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recovery.cap 파일은 USB Thumb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토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파일의 
이름을 바꾸지 마십시오. USB Thumb 드라이브는 FAT16 또는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포
맷해야 합니다.

3단계 서버의 USB 포트에 USB Thumb 드라이브를 꽂습니다.

4단계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5단계 전면 패널의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를 주 전원 모드로 다시 설정합니다. 

서버가 업데이트된 BIOS 부팅 블록을 사용하여 부팅됩니다. BIOS가 USB Thumb 드라이브에서 
유효한 recovery.cap 파일을 탐지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Found a valid recovery file...Transferring to Cisco IMC
System would flash the BIOS image now...
System would restart with recovered image after a few seconds...

6단계 서버가 BIOS 업데이트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버에서 USB Thumb 드라이브를 제거합니다.

참고 BIOS 업데이트 중에 Cisco IMC는 서버를 종료하며 약 10분 동안 화면에 아무 내용도 표
시되지 않습니다. 이 업데이트 중에 전원 코드를 뽑지 마십시오.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나
면 Cisco IMC가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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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 BIOS 복구 DIP 스위치 및 recovery.cap 파일 사용

DIP 스위치의 SW8 블록 위치는 그림 3-31을 참고하십시오. 

1단계 BIOS 업데이트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여 임시 위치에 파일을 추출합니다. 

2단계 USB Thumb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토리에 추출한 복구 폴더의 콘텐츠를 복사합니다. 복구 폴더에
는 이 절차에 필요한 recovery.cap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recovery.cap 파일은 USB Thumb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토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파일의 
이름을 바꾸지 마십시오. USB Thumb 드라이브는 FAT16 또는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포
맷해야 합니다.

3단계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4단계 전원 공급 장치에서 모든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5단계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
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6단계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7단계 BIOS 복구 DIP 스위치를 위치 1에서 닫힌 위치로 밉니다(그림 3-31 참고). 

8단계 서버에 AC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합니다. 서버가 기 전원 모드로 켜집니다.

9단계 서버의 USB 포트에 2단계에서 준비한 USB Thumb 드라이브를 꽂습니다.

10단계 전면 패널의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를 주 전원 모드로 다시 설정합니다. 

서버가 업데이트된 BIOS 부팅 블록을 사용하여 부팅됩니다. BIOS가 USB Thumb 드라이브에서 
유효한 recovery.cap 파일을 탐지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Found a valid recovery file...Transferring to Cisco IMC
System would flash the BIOS image now...
System would restart with recovered image after a few seconds...

11단계 서버가 BIOS 업데이트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버에서 USB Thumb 드라이브를 제거합니다.

참고 BIOS 업데이트 중에 Cisco IMC는 서버를 종료하며 약 10분 동안 화면에 아무 내용도 표
시되지 않습니다. 이 업데이트 중에 전원 코드를 뽑지 마십시오.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나
면 Cisco IMC가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12단계 서버가 완전히 부팅되고 나면 다시 서버 전원을 끄고 모든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13단계 BIOS 복구 DIP 스위치를 닫힌 위치에서 다시 기본 위치 1로 밉니다(그림 3-31 참고).

참고 점퍼를 이동하지 않으면 복구가 완료된 후 "Please remove the recovery jumper.(복구 점
퍼를 제거하십시오.)"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14단계 상단 커버와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전원 코드와 기타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
버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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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지우기 DIP 스위치 사용
이 DIP 스위치의 위치는 그림 3-31을 참고하십시오. 이 스위치를 사용하여 관리자 비밀번호를 지
울 수 있습니다.

1단계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2단계 전원 공급 장치에서 모든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3단계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
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4단계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5단계 비밀번호 지우기 DIP 스위치를 위치 2에서 닫힌 위치로 밉니다(그림 3-31 참고). 

6단계 상단 커버를 다시 설치하고 AC 전원 코드를 서버에 다시 연결합니다. 서버가 기 전원 모드로 켜
지고 전원 LED가 황색으로 켜져 기 전원 모드임이 표시됩니다.

7단계 전면 패널의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를 주 전원 모드로 다시 설정합니다. 전원 LED가 녹색으로 켜
지면 서버가 주 전원 모드인 것입니다.

참고 재설정을 완료하려면 서비스 프로세서만이 아닌 전체 서버가 주 전원 모드로 재부팅되도
록 해야 합니다. 호스트 CPU를 실행하지 않으면 점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8단계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를 종료해 기 전원 모드로 설정한 다음 서버에서 AC 전원 코드를 뽑아 모
든 전원을 제거합니다.

9단계 서버에서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10단계 CMOS 지우기 DIP 스위치를 닫힌 위치에서 다시 기본 위치 2로 밉니다(그림 3-31 참고).

참고 점퍼를 이동하지 않으면 서버 전원을 껐다가 켤 때마다 CMOS 설정이 기본값으로 재설정
됩니다.

11단계 상단 커버와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전원 코드와 기타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
버의 전원을 켭니다.
3-59
Cisco UCS C220 M4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OL-32473-01



 

3장      서버 유지 관리
서비스 DIP 스위치
CMOS 지우기 DIP 스위치 사용
이 DIP 스위치의 위치는 그림 3-31을 참고하십시오. 이 스위치를 사용하여 시스템이 중지되는 경
우 서버의 CMOS 설정을 지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정이 잘못되어 서버가 중지되고 부팅되
지 않으면 이 점퍼를 사용해 설정을 무효화하고 기본값을 사용하여 재부팅합니다.

주의 CMOS를 지우면 모든 사용자 맞춤화 설정이 제거되며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 CMOS 
지우기 절차를 사용하기 전에 BIOS에서 필요한 사용자 맞춤화 설정을 기록해 두십시오.

1단계 서버 종료 및 전원 끄기, 3-8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의 전원을 끕니다.

2단계 전원 공급 장치에서 모든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3단계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서버를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여유 공간 확보를 위
해 후면 패널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액세스할 수 없으면 랙에서 서버를 완전히 꺼냅니다.

4단계 서버 상단 커버 제거 및 교체, 3-9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5단계 CMOS 지우기 DIP 스위치를 위치 4에서 닫힌 위치로 밉니다(그림 3-31 참고). 

6단계 상단 커버를 다시 설치하고 AC 전원 코드를 서버에 다시 연결합니다. 서버가 기 전원 모드로 켜
지고 전원 LED가 황색으로 켜져 기 전원 모드임이 표시됩니다.

7단계 전면 패널의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를 주 전원 모드로 다시 설정합니다. 전원 LED가 녹색으로 켜
지면 서버가 주 전원 모드인 것입니다.

참고 재설정을 완료하려면 서비스 프로세서만이 아닌 전체 서버가 주 전원 모드로 재부팅되도
록 해야 합니다. 호스트 CPU를 실행하지 않으면 점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8단계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를 종료해 기 전원 모드로 설정한 다음 서버에서 AC 전원 코드를 뽑아 모
든 전원을 제거합니다.

9단계 서버에서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10단계 CMOS 지우기 DIP 스위치를 닫힌 위치에서 다시 기본 위치 4로 밉니다(그림 3-31 참고).

참고 점퍼를 이동하지 않으면 서버 전원을 껐다가 켤 때마다 CMOS 설정이 기본값으로 재설정
됩니다.

11단계 상단 커버와 랙의 서버를 교체하고 전원 코드와 기타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서
버의 전원을 켭니다.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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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A

서버 사양

서버의 기술 사양을 소개하는 이 부록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물리적 사양, A-1페이지 

• 환경 사양, A-2페이지 

• 전원 사양, A-3페이지 

물리적 사양
표 A-1에는 서버의 물리적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표 A-1 물리적 사양

설명 사양

높이 4.3cm(1.7인치)

너비 42.9cm(16.9인치)

깊이(길이) 75.8cm(29.8인치)

최  무게(완전 로드된 섀시) SFF 8개 드라이브: 17.2kg(37.9파운드)

LFF 4개 드라이브: 18.1kg(39.9파운드)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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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서버 사양
환경 사양
환경 사양 
표 A-2에는 서버의 환경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표 A-2 환경 사양

설명 사양

작동 온도 5~35°C(41~95°F)
해발 고도 305m마다 최  온도가 1°C씩 감소합
니다.

비작동 온도
(서버 보관 또는 운송 시)

–40~65°C(–40~149°F)

작동 상  습도 10~90%

비작동 습도 5~93%

작동 고도 0~3,048m(0~10,000피트)

비작동 고도
(서버 보관 또는 운송 시)

0~12,192m(0~40,000피트)

사운드 출력 수준
A레벨, ISO7779 LwAd(Bels) 기준
23°C(73°F) 작동 시 

5.4 

음압 수준
A레벨, ISO7779 LpAm(dBA) 기준
23°C(73°F) 작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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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서버 사양
전원 사양
전원 사양 
다음 섹션에는 전원 공급 장치 옵션의 전원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 770W AC 전원 공급 장치, A-3페이지

• 1050W DC 전원 공급 장치, A-4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Cisco UCS Power Calculator를 사용하면 정확한 서버 컨피그레이션
에 한 구체적인 전력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ucspowercalc.cisco.com

참고 서버에서 여러 전원 공급 장치 유형을 혼합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 전원 공급 장치가 동일해야 합
니다.

770W AC 전원 공급 장치
표 A-3에는 각 770W AC 전원 공급 장치(Cisco 부품 번호 UCSC-PSU1-770W)의 사양이 나와 있
습니다.

표 A-3 전원 공급 장치 사양

설명 사양

AC 입력 전압 공칭 범위: 100~120VAC, 200~240VAC

(범위: 90~132VAC, 180~264VAC)

AC 입력 주파수 공칭 범위: 50~60Hz

(범위: 47~63Hz)

최  AC 입력 전류 9.5A(100VAC)

4.5A(208VAC)

최  입력 볼트암페어 950VA(100VAC)

PSU당 최  출력 전원 770W 

최  돌입 전류 15A(하위 사이클 지속시간)

최  유지 시간 12ms(770W)

전원 공급 장치 출력 전압 12VDC

전원 공급 장치 기 전압 12VDC

효율 등급 Climate Savers Platinum Efficiency(80Plus 
Platinum 인증)

폼 팩터 RSP2

입력 커넥터 IEC320 C14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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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서버 사양
전원 사양
1050W DC 전원 공급 장치
표 A-3에는 각 1050W DC 전원 공급 장치(Cisco 부품 번호 UCSC-PSUV2-1050DC=)의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표 A-4 전원 공급 장치 사양

설명 사양

DC 입력 전압 범위 공칭 범위: -48~-60VDC(공칭) 

(범위: -40~-72VDC)

최  DC 입력 전류 32A(-40VDC)

최  입력 전력 1234W

PSU당 최  출력 전원 1050W(12VDC 주 전원)

36W(12VDC 기 전원)

최  돌입 전류 35A(하위 사이클 지속시간)

최  유지 시간 100% 로드 시 5ms(1050W 주 전원/36W 기 전원)

전원 공급 장치 출력 전압 12VDC

전원 공급 장치 기 전압 12VDC

효율 등급 ≥ 92%(50% 로드 시) 

폼 팩터 RSP2

입력 커넥터 고정 3선 블록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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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B

전원 코드 사양

이 부록에서는 지원되는 전원 케이블의 사양을 소개합니다.

지원되는 전원 코드 및 플러그
각 전원 공급 장치에는 별도의 전원 코드가 있습니다. 표준 전원 코드 또는 점퍼 전원 코드를 사용
하여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퍼 전원 코드는 표준 전원 코드 신 사
용 가능한 옵션입니다. 

참고 공인 전원 코드 또는 서버와 함께 제공된 점퍼 전원 코드만 지원됩니다.

표 B-1에는 서버 전원 공급 장치용 전원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표 B-1 서버에 지원되는 전원 코드

설명

길이

전원 코드 참조 그림피트 미터

CAB-250V-10A-AR
전원 코드, 250VAC 10A IRAM 2073 플러그 
아르헨티나 

8.2 2.5 그림 B-1

CAB-9K10A-AU
250VAC 10A 3112 플러그, 
호주 

8.2 2.5 그림 B-2

CAB-250V-10A-CN
전원 코드, 250VAC 10A GB 2009 플러그
중국

8.2 2.5 그림 B-3

CAB-9K10A-EU
전원 코드, 250VAC 10A M 2511 플러그
유럽

8.2 2.5 그림 B-4

CAB-250V-10A-ID
전원 코드, 250VAC 16A EL-208 플러그
남아프리카, 아랍에미리트, 인도

8.2 2.5 그림 B-5

CAB-250V-10A-IS
전원 코드, 250VAC 10A SI32 플러그 
이스라엘 

8.2 2.5 그림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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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전원 코드 사양
지원되는 전원 코드 및 플러그
CAB-9K10A-IT
전원 코드, 250VAC 10A CEI 23-16 플러그 
이탈리아 

8.2 2.5 그림 B-7

CAB-9K10A-SW
전원 코드, 250VAC 10A MP232 플러그 
스위스 

8.2 2.5 그림 B-8

CAB-9K10A-UK
전원 코드, 250VAC 10A BS1363 플러그(13A 
퓨즈)
영국 

8.2 2.5 그림 B-9

CAB-AC-250V/13A
전원 코드, 250VAC 13A IEC60320 플러그 
북미 

6.6 2.0 그림 B-10

CAB-N5K6A-NA
전원 코드, 250VAC 13A NEMA 6-15 플러그,
북미 

8.2 2.5 그림 B-11

CAB-9K12A-NA
전원 코드, 125VAC, 13A, NEMA 5-15 플러그
북미

8.2 2.5 그림 B-12

CAB-C13-CBN
캐비닛 점퍼 전원 코드, 250VAC 10A, C13-C14 
커넥터

2.2 0.68 그림 B-13

CAB-C13-C14-2M
캐비닛 점퍼 전원 코드, 250VAC 10A, C13-C14 
커넥터

6.6 2.0 그림 B-14

CAB-C13-C14-AC
캐비닛 점퍼 전원 코드, 250VAC 10A, C13-C14 
커넥터

9.8 3.0 그림 B-15

CAB-48DC-40A-8AWG
전원 코드, -48VDC 40A,
3선 연결선 8AWG에 연결되는 3소켓 미니 장착 
커넥터

11.7 3.5 그림 B-16

표 B-1 서버에 지원되는 전원 코드 (계속)

설명

길이

전원 코드 참조 그림피트 미터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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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전원 코드 사양
지원되는 전원 코드 및 플러그
AC 전원 코드 그림
이 섹션에는 AC 전원 코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B-1부터 그림 B-15까지의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그림 B-1 CAB-250V-10A-AR

그림 B-2 CAB-9K10A-AU

그림 B-3 CAB-250V-10A-CN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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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전원 코드 사양
지원되는 전원 코드 및 플러그
그림 B-4 CAB-9K10A-EU

그림 B-5 CAB-250V-10A-ID

그림 B-6 CAB-250V-10A-IS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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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전원 코드 사양
지원되는 전원 코드 및 플러그
그림 B-7 CAB-9K10A-IT

그림 B-8 CAB-9K10A-SW

그림 B-9 CAB-9K10A-UK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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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전원 코드 사양
지원되는 전원 코드 및 플러그
그림 B-10 CAB-AC-250V/13A

그림 B-11 CAB-N5K6A-NA

그림 B-12 CAB-9K12A-NA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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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전원 코드 사양
지원되는 전원 코드 및 플러그
그림 B-13 CAB-C13-CBN, 점퍼 전원 코드(0.68m)

그림 B-14 CAB-C13-C14-2M, 점퍼 전원 코드(2m)

그림 B-15 CAB-C13-C14-AC, 점퍼 전원 코드(3m)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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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전원 코드 사양
지원되는 전원 코드 및 플러그
그림 B-16 CAB-48DC-40A-8AWG, DC 전원 코드(3.5 m)
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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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C220 M4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이 부록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되는 RAID 컨트롤러 및 필요한 케이블, C-2페이지

• RAID 카드 펌웨어 호환성, C-3페이지

• Cisco 12G SAS 모듈형 RAID 컨트롤러의 쓰기 캐시 정책, C-3페이지

• Cisco UCS SAS 9300-8e HBA 관련 고려 사항, C-4페이지

• RAID 컨트롤러 마이그레이션, C-7페이지

• RAID 그룹에서 드라이브 유형 혼합 사용, C-6페이지

• RAID 백업 장치, C-6페이지

• RAID 컨트롤러 마이그레이션, C-7페이지

• RAID 컨트롤러 케이블 연결, C-8페이지

•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C-11페이지

• RAID 컨트롤러 교체 후 RAID 컨피그레이션 복원, C-24페이지

• 추가 정보, C-25페이지
C-1



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지원되는 RAID 컨트롤러 및 필요한 케이블
 지원되는 RAID 컨트롤러 및 필요한 케이블
이 서버는 표 C-1에 나와 있는 RAID 컨트롤러 옵션 및 케이블 요건을 지원합니다.

주의 서버에서 여러 컨트롤러 유형을 혼합 사용하지 마십시오. 임베디드 MegaRAID 컨트롤러와 하드
웨어 RAID 컨트롤러를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합은 지원되지 않으며 사용 시 데
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표 C-1 Cisco UCS C220 M4 RAID 옵션 

컨트롤러 스타일
서버 버전/
제어되는 최대 드라이브 SCPM RAID 레벨 서버 버전/필요한 케이블 

임베디드 RAID 
(PCH SATA)

온
보드

• SFF 8개 드라이브/확장
기 없음:

내부 SATA 드라이브 8개

• LFF 4개 드라이브/확장
기 없음:

현재 형 폼 팩터 드라이
브(서버의 4개 드라이브 
버전)에서는 임베디드 
RAID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오 0, 1, 51 , 10

1. 임베디드 RAID 5를 지원하려면 선택적 RAID 5 키 모듈이 필요합니다.

• SFF 8개 드라이브/확장기 
없음:

(UCS-220CBLSR8=)

• LFF 4개 드라이브/확장기 
없음:

지원되지 않음

Cisco UCS 12G 
SAS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는 모듈
형 FBWC(플래시 
기반 쓰기 캐시) 옵
션(512MB, 1GB, 
2GB, 4GB)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PCIe • SFF 8개 드라이브/확장
기 없음:

내부 드라이브 8개

• LFF 4개 드라이브/확장
기 없음:

내부 드라이브 4개

예2

2. SCPM = 슈퍼캡 전원 모듈(RAID 백업 장치) 

캐시 크기에 따
라 다름:

• 캐시 없음:
0, 1, 10

• 512MB 캐
시: 0, 1, 5, 
10, 50

• 1GB, 2GB, 
4GB 캐시: 
0, 1, 5, 6, 
10, 50, 60

• SFF 8개 드라이브/확장기 
없음:

(UCS-220CBLMR8=)

• LFF 4개 드라이브/확장기 
없음:

(UCS-220CBLMR4=) 

Cisco UCS 12G 
SAS 모듈형 HBA

참고: Cisco 12G 
SAS 모듈형 RAID 
컨트롤러의 쓰기 캐
시 정책, C-3페이지
도 참고하십시오.

PCIe • SFF 8개 드라이브/확장
기 없음:

내부 드라이브 8개

• LFF 4개 드라이브/확장
기 없음:

내부 드라이브 4개

아니오 RAID 아님 • SFF 8개 드라이브/확장기 
있음:

(UCS-220CBLMR8=) 

• LFF 4개 드라이브/확장기 
없음:

(UCS-220CBLMR4=) 

Cisco UCS RAID 
SAS 9300-8e HBA

참고: Cisco UCS 
SAS 9300-8e HBA 
관련 고려 사항, C-4
페이지도 참고하십
시오.

PCIe • 모든 서버 버전

외부 SAS+SATA 포트 
8개(RAID 이외의 외부 
드라이브 최  1,024개 
제어)

아니오 RAID 아님 • Cisco는 외부 드라이브 
케이블을 판매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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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RAID 카드 펌웨어 호환성
RAID 카드 펌웨어 호환성
RAID 컨트롤러의 펌웨어와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Cisco IMC 및 BIOS 버전 간의 호환성을 확
인해야 합니다. 펌웨어가 호환되지 않는 경우 사용 중인 펌웨어 릴리스용 HUU(호스트 업그레이드 유
틸리티)를 사용하여 RAID 컨트롤러 펌웨어를 적절하게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해 호환되는 
레벨로 조정합니다.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하여 서버 구성 요소를 호환되는 레벨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에 
한 지침은 사용 중인 Cisco IMC 릴리스의 HUU 가이드(HUU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Cisco 12G SAS 모듈형 RAID 컨트롤러의 쓰기 캐시 정책
이 서버 및 기타 Cisco M4세  서버의 경우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의 기본 쓰기 캐시 정책은 
Write Through(동시 쓰기)입니다. 즉, 충전된 슈퍼캡 전원 모듈 또는 "정상 BBU"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에서는 컨트롤러의 최적 성능 특성을 사용합니다.

Cisco IMC 2.0(5) 이상 펌웨어가 M4 서버에 설치되어 있으면 원하는 경우 쓰기 정책을 Write Back(나
중 쓰기)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쓰기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독립형 서버의 경우 Cisco IM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Virtual Drive Properties(가상 드라이브 
속성) > Write Policy(쓰기 정책)를 설정합니다. Cisco IMC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에서 "스토리지 
어댑터 관리"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Cisco IMC GUI 및 CL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 Cisco UCS 통합 서버의 경우 Cisco UCS Manag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프로파일
에서 가상 드라이브 컨피그레이션의 일부분으로 쓰기 캐시 정책을 설정합니다. 
Cisco UCS Manag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 LSI 옵션 ROM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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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Cisco UCS SAS 9300-8e HBA 관련 고려 사항
Cisco UCS SAS 9300-8e HBA 관련 고려 사항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혼합 사용 규칙, C-4페이지

• 불량 드라이브 및 예측 가능한 장애 동작, C-4페이지

• 기본 설정 부팅 디바이스 설정, C-4페이지

혼합 사용 규칙
Cisco UCS 9300-8e HBA를 Cisco UCS 12G SAS 모듈형 HBA와 같은 서버에서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량 드라이브 및 예측 가능한 장애 동작
Cisco UCS SAS 9300-e HBA 카드의 불량 드라이브 및 예측 가능한 장애 동작은 LSI MegaRAID 
카드와는 다릅니다. 아래 목록에는 이러한 HBA 카드와 LSI MegaRAID 카드의 동작을 비교한 내
용이 나와 있습니다.

• 불량/무효/0MB 드라이브 처리:

– MegaRAID: 불량 드라이브는 GUI/CLI 인터페이스에서 BAD로 표시되고 드라이브의 결
함 LED가 주황색으로 켜져 있습니다.

– HBA: 불량 드라이브가 GUI/CLI에 표시되지 않으며 LED도 켜지지 않습니다.

• 드라이브의 예측 가능한 장애:

– MegaRAID: 드라이브가 예비품이 있는 RAID 볼륨의 일부분인 경우 소프트웨어는 자동 
복사 백업을 수행한 다음 드라이브를 장애/BAD로 표시하며 드라이브의 결함 LED는 주황
색으로 켜집니다. 

– HBA: 오류가 처리되지 않으며 LED도 켜지지 않습니다. 운영 체제에서 결함을 처리해야 
합니다.

기본 설정 부팅 디바이스 설정 
현재 이러한 HBA의 부팅 디바이스 순서는 서버 BIOS Setup Utility의 부팅 옵션 화 상자에 표시
되는 물리적 슬롯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디바이스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LSI BIOS CU SAS 토폴로지 화면에서 기본 설정 부팅 디바이스를 선택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
합니다. BIOS CU SAS 토폴로지 화면에서 선택하는 기본 설정 부팅 디바이스는 서버 BIOS Setup 
Utility의 부팅 옵션 화 상자에서 목록 맨 위에 표시되므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LSI SAS BIOS CU에서 SAS 토폴로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단계 Alt+B를 눌러 디바이스를 기본 설정 부팅 디바이스로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합니다. 이 화면에
서는 슬롯 번호로 디바이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3단계 Alt+A를 눌러 디바이스를 체 설정 부팅 디바이스로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합니다. 이 화면에
서는 슬롯 번호로 디바이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부팅 디바이스가 탐지되지 않으면 
체 부팅 디바이스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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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Cisco UCS SAS 9300-8e HBA 관련 고려 사항
4단계 BIOS CU SAS 토폴로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Device Info(디바이스 정보) 열에는 선택한 디바이스가 Boot(부팅) 및 Alt( 체) 지정자로 표시됩
니다.

5단계 서버 BIOS Setup Utility에서 부팅 옵션 화 상자를 엽니다. 

LSI BIOS CU에서 선택한 기본 설정 디바이스가 목록 맨 위에 표시됩니다.

6단계 목록 맨 위의 디바이스를 부팅 옵션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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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RAID 그룹에서 드라이브 유형 혼합 사용
RAID 그룹에서 드라이브 유형 혼합 사용
표 C-2에는 RAID 그룹에서 HDD(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SSD(Solid State Drive) 유형을 혼합 
사용하는 기술적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성능을 얻으려면 표 아래의 권장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RAID 그룹에서 드라이브 유형 혼합 사용

최고의 성능을 얻으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RAID 그룹에서 모두 SAS 드라이브만 사용하거나 SATA 드라이브만 사용합니다.

• RAID 그룹의 각 드라이브에 해 같은 용량을 사용합니다.

• 같은 RAID 그룹에서 HDD와 SSD를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RAID 백업 장치
이 서버에는 SCPM(슈퍼캡 전원 모듈) 하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팬 모듈과 나란히 배치된 브래
킷에 이 장치를 마운트합니다(그림 3-20 참고).

선택적 SCPM은 NAND 플래시로 캐시를 오프로드하여 갑작스러운 정전 시 디스크 나중 쓰기 캐
시 DRAM에 해 약 3년에 해당하는 백업을 제공합니다.

SCPM 교체 지침은 슈퍼캡 전원 모듈(RAID 백업) 교체, 3-3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표 C-2 RAID 그룹에서 드라이브 유형 혼합 사용

RAID 그룹의 드라이브 유
형 혼합 허용 여부

SAS HDD+SATA HDD 예

SAS SSD+SATA SSD 예

HDD+SSD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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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RAID 컨트롤러 마이그레이션
RAID 컨트롤러 마이그레이션
이 서버는 하드웨어 RAID(PCIe 컨트롤러 카드)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RAID를 지원합니다. 허
용되는 마이그레이션 및 마이그레이션 단계의 요약은 표 C-3을 참고하십시오. 

표 C-3 RAID 컨트롤러 마이그레이션

시작 RAID 컨트롤러
하드웨어 RAID로의 마이그레이
션 허용 여부

소프트웨어 RAID로의 마이그레
이션 허용 여부

없음(드라이브 없음)

온보드 CPU 스토리지 지원
이 BIOS에서 비활성화됨

허용됨

1. 카드를 설치합니다.

2. 케이블을 설치합니다.

허용됨

1. (선택 사항) 마더보드에 
RAID 5 키 모듈을 설치합
니다.

2. 케이블을 설치합니다.

3. BIOS에서 SCU 스토리지 지
원을 활성화합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RAID

온보드 CPU 스토리지 지원
이 BIOS에서 활성화됨

주의 소프트웨어 RAID에서 
하드웨어 RAID로의 데
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지
원되지 않으며 수행 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
니다.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만 허용되며 데이터 마이그
레이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 BIOS에서 SCU 스토리지 지
원을 비활성화합니다.

2. 카드를 설치합니다.

3. 케이블을 설치합니다.

해당 없음

하드웨어 RAID

온보드 CPU 스토리지 지원
이 BIOS에서 비활성화됨

해당 없음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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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RAID 컨트롤러 케이블 연결
RAID 컨트롤러 케이블 연결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케이블 라우팅, C-8페이지

• Cisco UCS C220 M4 서버 케이블 연결, C-9페이지

케이블 라우팅
그림 C-1에는 이 서버의 RAID 컨트롤러 커넥터가 나와 있습니다. 

• 빨간색 선은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또는 임베디드 SATA RAID 마더보드 커넥터
에서 드라이브 백플레인으로의 권장 케이블 라우팅 경로를 보여 줍니다. 섀시 벽면의 케이블 
지침을 확인하여 케이블을 쉽게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파란색 선은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에서 SCPM(RAID 백업)으로의 권장 케이블 라우팅 
경로를 나타냅니다. 

• 녹색 선은 슬롯 1의 HBA 카드에서 드라이브 백플레인으로의 권장 케이블 라우팅 경로를 보
여 줍니다.

그림 C-1 RAID 컨트롤러 커넥터 

1 드라이브 백플레인의 SAS/SATA 커
넥터 

3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라이저(전용 내부 라
이저)

2 SCPM 마운팅 브래킷 4 마더보드의 임베디드 RAID 미니 SAS 커넥터(2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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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RAID 컨트롤러 케이블 연결
Cisco UCS C220 M4 서버 케이블 연결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SFF 8개 드라이브 백플레인 케이블 연결, C-9페이지

• LFF 4개 드라이브 백플레인 케이블 연결, C-10페이지

SFF 8개 드라이브 백플레인 케이블 연결

각 컨트롤러 유형에 필요한 케이블 연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베디드 RAID

이 옵션은 최  8개의 SATA 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필수 UCS-220CBLSR8= 케이블 키트에는 2개의 미니 SAS 케이블(미니 SAS HD에서 미니 SAS 
iPass로의 커넥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 미니 SAS 케이블 1을 포트 A 마더보드 커넥터에서 백플레인의 포트 A 커넥터로 연결합니다. 

2단계 미니 SAS 케이블 2를 포트 B 마더보드 커넥터에서 백플레인의 포트 B 커넥터로 연결합니다.

Cisco UCS 12G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이 옵션은 최  8개의 SAS/SATA 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필수 UCS-220CBLMR8= 케이블 키트에는 Y 케이블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의 한
쪽 끝에는 미니 SAS HD 이중 커넥터 하나가, 반 쪽 끝에는 미니 SAS HD 단일 커넥터 2개가 있
습니다.

1단계 미니 SAS 이중 커넥터를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에 연결합니다. 

2단계 단일 커넥터 포트 A를 백플레인의 포트 A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3단계 단일 커넥터 포트 B를 백플레인의 포트 B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Cisco UCS SAS 9300-8i HBA

이 옵션은 최  8개의 RAID가 아닌 SAS/SATA 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필수 UCS-220CBLHBA8= 케이블 키트에는 Y 케이블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의 한
쪽 끝에는 미니 SAS HD 이중 커넥터 하나가, 반 쪽 끝에는 미니 SAS HD 단일 커넥터 2개가 있
습니다. 

1단계 미니 SAS 이중 커넥터를 HBA 카드에 연결합니다. 

2단계 단일 커넥터 포트 A를 백플레인의 포트 A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3단계 단일 커넥터 포트 B를 백플레인의 포트 B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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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RAID 컨트롤러 케이블 연결
LFF 4개 드라이브 백플레인 케이블 연결

각 컨트롤러 유형에 필요한 케이블 연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베디드 RAID

참고 현재 형 폼 팩터 드라이브(서버의 4개 드라이브 버전)에서는 임베디드 RAID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isco UCS 12G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이 옵션은 최  4개의 SAS/SATA 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필수 UCS-220CBLMR4= 케이블 키트에는 Y 케이블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의 한
쪽 끝에는 미니 SAS HD 이중 커넥터 하나가, 반 쪽 끝에는 미니 SAS HD 단일 커넥터 2개가 있
습니다. 

1단계 미니 SAS 이중 커넥터를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에 연결합니다. 

2단계 단일 커넥터 포트 A를 백플레인의 포트 A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3단계 단일 커넥터 포트 B를 백플레인의 포트 B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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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참고 VMware ESX/ESXi 또는 기타 가상화된 환경은 임베디드 MegaRAID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Hyper-V, Xen 또는 KVM과 같은 하이퍼바이저 역시 임베디드 MegaRAID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서버에는 최  8개의 SATA 전용 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있는 임베디드 MegaRAID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요건, C-11페이지

• 임베디드 SATA RAID: SATA 컨트롤러 2개, C-12페이지

• 임베디드 RAID SATA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C-13페이지

• 임베디드 RAID 5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RAID 5 키 모듈 설치, C-13페이지

• BIOS에서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활성화, C-14페이지

• BIOS에서 임베디드 RAID 컨트롤러 비활성화, C-15페이지

• LSI 임베디드 RAID Configuration Utility 시작, C-15페이지

• Windows 및 Linux용 LSI MegaSR 드라이버 설치, C-15페이지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요건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허브에는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임베디드 RAID 옵션은 현재 이 서버의 소형 폼 팩터 드라이브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ini SAS 케이블: 

– SFF 8개 드라이브: UCS-220CBLSR8= 

– LFF 4개 드라이브: UCS-220CBLSR4= 

• 서버 BIOS에서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선택 사항) SATA RAID 5 키 모듈 

이 선택적 모듈을 마더보드 헤더에 설치하여 SATA RAID 5 지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선택 사항) Windows 또는 Linux용 LSI MegaSR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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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임베디드 SATA RAID: SATA 컨트롤러 2개
임베디드 RAID PCH(Patsburgh 컨트롤러 허브)는 SATA 및 sSATA(보조 SATA)의 2개 컨트롤러
로 분할됩니다. 이 두 컨트롤러는 Cisco IMC 인터페이스에서 개별 RAID 컨트롤러로 표시되며 각
기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SATA 컨트롤러는 1~4번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보조 sSATA 컨트롤러는 5~8번 드라
이브를 제어합니다.

• RAID 그룹을 구성할 때는 드라이브가 5개 이상인 그룹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첫 번째 SATA 컨트롤러는 1~4번 드라이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최  4개인 
RAID 그룹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보조 sSATA 컨트롤러는 5~8번 드라이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최  4개인 
RAID 그룹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림 C-2를 참고하십시오. 

그림 C-2 임베디드 RAID 컨트롤러 드라이브 그룹 

• 2개 SATA 컨트롤러를 활성화하는 지침은 BIOS에서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활성화, 
C-1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각 컨트롤러는 BIOS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나열됩니다. BIOS에서 BIOS Setup Utility의 Boot 
Option(부팅 옵션) 탭을 사용하여 컨트롤러의 부팅 순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상 드라이브의 부팅 순서를 설정하려면 LSI 임베디드 RAID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
합니다. LSI 임베디드 RAID Configuration Utility 시작, C-1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35
32

86HDD 02HDD 01 HDD 03
HDD 04 HDD 05 HDD 06 HDD 08HDD 07

SATA sSATA

P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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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임베디드 RAID SATA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이 임베디드 컨트롤러 허브의 기본 설정에서는 최  8개의 SATA 드라이브(4개 드라이브로 구
성된 그룹 2개)에 해 SATA RAID 0, 1, 10을 지원합니다.

• 마더보드에 RAID 5 키 모듈을 설치하여 최  8개의 SATA 드라이브(4개 드라이브로 구성된 
그룹 2개)에 해 SATA RAID 0, 1, 5, 10을 지원하도록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RAID 5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RAID 5 키 모듈 설치, C-1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이 임베디드 컨트롤러가 포함된 서버를 주문하면 BIOS에서 컨트롤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
고 서버를 기본값인 Disabled(비활성화됨)로 재설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 활
성화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IOS에서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활성화, C-14페이
지를 참고하십시오.

• 하드웨어 RAID 컨트롤러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소프트웨어 RAID 임베디드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운그레이드할 수는 없습니다(RAID 컨트롤러 마이그레이션, C-7페이지 
참고). 

주의 소프트웨어 RAID(임베디드 RAID)에서 하드웨어 RAID(컨트롤러 카드)로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은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 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RAID에서 하드웨어 RAID
로의 마이그레이션은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이나 서버에 드라이브가 없을 때만 지원
됩니다(RAID 컨트롤러 마이그레이션, C-7페이지 참고).

• 이 컨트롤러에 필요한 드라이버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LSI SWRAID Configuration Utility
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indows 또는 Linux에서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운영 체제용 추가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Windows 및 Linux용 
LSI MegaSR 드라이버 설치, C-1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임베디드 RAID 5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RAID 5 키 모듈 설치
소프트웨어 RAID 5 키 모듈에는 작은 회로 기판에 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을 2핀 마더
보드 헤더에 어태치합니다. 이 칩은 지원을 업그레이드하여 임베디드 SATA RAID 5를 추가로 지
원합니다.

RAID 5 키 모듈을 설치하려면 임베디드 RAID 5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RAID 5 키 모듈 설치, 
C-1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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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BIOS에서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활성화

참고 임베디드 컨트롤러에 한 BIOS의 기본 설정은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이 컨트롤러를 활성화하면 기본(SATA) 및 보조(sSATA) 컨트롤러가 모두 활성화됩니다. 

SATA 모드 활성화 및 옵션 ROM 모드 선택 

1단계 다음과 같이 부팅 드라이브 2개를 관리하기 위한 SATA 모드를 설정합니다.

a. 서버를 부팅하고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2 키를 눌러 BIOS Setup Utility를 시작합니다.

b. Advanced(고급) 탭을 선택한 다음 LOM and PCIe Slots Configuration(LOM 및 PCIe 슬롯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c. PCH SATA Mode(PCH SATA 모드)를 선택하고 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HCI - 현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됨) - 임베디드 RAID 컨트롤러가 비활성화됩니다.

– LSI SW RAID - 지원되는 서버 버전에서 서버의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를 사용
하여 내부 SSD 부팅 드라이브 또는 전면 방향 드라이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LSI SW RAID 모드에서 AHCI 모드로 변경하기 전에 연결된 물리적 드라이브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RAID 볼륨을 삭제하십시오.

d. LSI SW RAID 모드를 선택한 후 옵션 ROM 모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를 계속 진
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단계로 건너뜁니다. 

참고 AHCI SATA 모드에는 옵션 ROM 모드 설정이 없습니다.

2단계 선택 사항: 다음과 같이 2개 부팅 드라이브용으로 SATA 옵션 ROM 모드를 설정합니다(LSI SW 
RAID SATA 모드에만 해당됨).

a. Advanced(고급) 탭을 선택한 다음 LOM and PCIe Slots Configuration(LOM 및 PCIe 슬롯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b. PCH SATA OPROM Mode(PCH SATA OPROM 모드)를 선택하고 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Enabled(활성화됨) - 이러한 부팅 드라이브에서 부팅할 수 있습니다. UEFI 관리 인터페이
스 또는 자유형 레거시 관리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isabled(비활성화됨) - 이러한 부팅 드라이브에서 부팅할 수 없습니다.

– UEFI Only(UEFI 전용) - 부팅은 활성화하되 서버 BIOS에 내장된 LSI 유틸리티의 UEFI 
버전만 사용하여 RAID를 관리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LSI 임베디드 RAID 
Configuration Utility 시작, C-1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Legacy Only(레거시 전용) - 부팅은 활성화하되 LSI 유틸리티의 자유형 버전만 사용하여 
RAID를 관리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LSI 임베디드 RAID Configuration Utility 시작, 
C-1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3단계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유틸리티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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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BIOS에서 임베디드 RAID 컨트롤러 비활성화

1단계 서버를 부팅하고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2 키를 눌러 BIOS Setup Utility를 시작합니다.

2단계 Advanced(고급) 탭을 선택한 다음 LOM and PCIe Slots Configuration(LOM 및 PCIe 슬롯 컨
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3단계 PCH SATA 모드를 Disabled(비활성화됨)로 설정합니다. 

4단계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유틸리티를 종료합니다.

LSI 임베디드 RAID Configuration Utility 시작
시스템 부팅 중에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Ctrl+M을 눌러 LSI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임베디드 MegaRAI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디스크 어레이를 구성하는 방법에 한 자세한 내
용은 LSI 임베디드 MegaRAID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Windows 및 Linux용 LSI MegaSR 드라이버 설치

참고 이 컨트롤러에 필요한 드라이버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LSI 소프트웨어 RAID Configuration 
Utility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indows 또는 Linux에서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운영 체제용 추가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지원되는 다음 운영 체제용 LSI MegaSR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Microsoft Windows Server

• Red Hat Enterprise Linux(RHEL)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SLES) 

지원되는 특정 OS 버전은 사용 중인 서버 릴리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매트릭
스를 참고하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LSI MegaSR 드라이버 다운로드, C-16페이지

• Microsoft Windows 드라이버 설치, C-17페이지

• Linux 드라이버 설치, C-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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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LSI MegaSR 드라이버 다운로드

MegaSR 드라이버는 사용 중인 서버 및 OS용 C-Series 드라이버 ISO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isco.com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합니다.

1단계 다음과 같이 온라인에서 서버용 드라이버 ISO 파일 다운로드 항목을 찾은 후에 워크스테이션의 
임시 위치에 다운로드합니다. 

a. 다음 URL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cisco.com/cisco/software/navigator.html

b. 가운데 열에서 Unified Computing and Servers(Unified Computing 및 서버)를 클릭합니다.

c. 오른쪽 열에서 Cisco UCS C-Series Rack-Mount Standalone Server Software(Cisco 
UCS C-Series 랙 마운트 독립형 서버 소프트웨어)를 클릭합니다.

d. 오른쪽 열에서 사용 중인 서버의 모델을 클릭합니다.

e. Unified Computing System (UCS) Drivers(UCS(Unified Computing System) 드라이버)
를 클릭합니다.

f. 다운로드할 릴리스 번호를 클릭합니다.

g. Download(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드라이버 ISO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h. 다음 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Proceed With Download(다운로드 진행)를 클릭합니다.

i. 다음 화면을 계속 진행하면서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한 다음 드라이버 ISO 파일을 저장할 위
치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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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Microsoft Windows 드라이버 설치

이 섹션에서는 Windows 설치에서 LSI MegaSR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Windows Server 2008R2 드라이버 설치, C-17페이지

• Windows 드라이버 업데이트, C-18페이지

• Linux 드라이버 설치, C-18페이지

Windows Server 2008R2 드라이버 설치

Windows 운영 체제에서는 드라이버를 레지스트리에 자동으로 추가하고 적절한 디렉토리에 드라
이버를 복사합니다.

1단계 Windows용으로 이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에 LSI 소프트웨어 RAID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
하여 RAID 드라이브 그룹을 생성합니다. BIOS POST 중에 LSI SWRAID가 표시되면 Ctrl+M을 눌
러 이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2단계 LSI MegaSR 드라이버 다운로드, C-16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Cisco UCS C-Series 드라이버 ISO
를 다운로드합니다. 

3단계 다음과 같이 USB Thumb 드라이브에 드라이버를 준비합니다.

a. 디스크에 ISO 이미지를 굽습니다.

b. 드라이버 폴더의 콘텐츠에서 임베디드 MegaRAID 드라이버 위치를 찾습니다.

/<OS>/Storage/Intel/C600/

c. MegaSR 드라이버 파일이 포함된 폴더가 들어 있는 Zip 파일을 확장합니다.

d. 확장된 폴더를 USB Thumb 드라이브에 복사합니다.

4단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Windows 드라이버 설치를 시작합니다.

• 로컬 미디어에서 설치하려면 외부 USB DVD 드라이브를 서버에 연결한 다음 드라이브에 첫 
번째 Windows 설치 디스크를 넣습니다. 6단계로 건너뜁니다.

• 원격 ISO에서 설치하려면 서버의 Cisco IMC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한 후 다음 단계를 계속 진
행합니다.

5단계 가상 KVM 콘솔 윈도우를 시작하고 Virtual Media(가상 미디어) 탭을 클릭합니다.

a. Add Image(이미지 추가)를 클릭하고 원격 Windows 설치 ISO 파일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b. Mapped(매핑됨) 열에서 방금 추가한 미디어의 체크 박스를 선택한 다음 매핑이 완료될 때까
지 기다립니다.

6단계 서버 전원을 껐다가 켭니다.

7단계 부팅 중에 F6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6 키를 누릅니다. 부팅 메뉴 윈도우가 열립니다.

8단계 부팅 관리자 윈도우에서 물리적 디스크 또는 가상 DVD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이미지
가 부팅되면 Windows 설치가 시작됩니다.

9단계 "Press any key to boot from CD.(CD에서 부팅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10단계 Windows 설치 프로세스를 확인하면서 기본 설정 및 회사 표준에 따라 필요한 로 마법사의 프
롬프트에 응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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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11단계 Windows에서 "Where do you want to install Windows(Windows를 설치할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다음과 같이 임베디드 MegaRAID용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a. Load Driver(드라이버 로드)를 클릭합니다. 드라이버 로드 화 상자에서 설치할 드라이버를 
선택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b. 3단계에서 준비한 USB Thumb 드라이브를 상 서버에 연결합니다.

c. a단계에서 열린 Windows 드라이버 로드 화 상자에서 Browse(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d. 이 화 상자를 통해 USB Thumb 드라이브에서 드라이버 폴더의 위치를 찾은 다음 OK(확인)
를 클릭합니다. 

Windows가 해당 폴더에서 드라이버를 로드하며 로드가 완료되면 "Select the driver to be 
installed.(설치할 드라이버를 선택하십시오.)"라는 프롬프트 아래에 드라이버가 나열됩니다.

e. Next(다음)를 클릭하여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Windows 드라이버 업데이트

1단계 Start(시작)를 클릭하고 Settings(설정)를 가리킨 다음 Control Panel(제어판)을 클릭합니다.

2단계 System(시스템)을 두 번 클릭하고 Hardware(하드웨어) 탭을 클릭한 다음 Device Manager(장
치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3단계 장치 관리자에서 SCSI and RAID Controllers(SCSI 및 RAID 컨트롤러)를 두 번 클릭하고 드라
이버를 설치할 장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Properties(속성)를 클릭합니다.

4단계 드라이버 탭에서 Update Driver(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장치 드라이버 업데이트 마법사
를 연 다음 마법사의 지침에 따라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합니다.

Linux 드라이버 설치

이 섹션에서는 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또는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설치에서 임
베디드 MegaRAID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드라이버 이미지 파일 가져오기, C-18페이지

• Linux용 물리적 설치 디스크 준비, C-19페이지

• Red Hat Linux 드라이버 설치, C-20페이지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드라이버 설치, C-22페이지

드라이버 이미지 파일 가져오기 

드라이버를 가져오는 지침은 LSI MegaSR 드라이버 다운로드, C-1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Linux 드라이버는 임베디드 MegaRAID 스택용 부트 이미지인 dud-[driver version].img 형식으
로 제공됩니다.

참고 Cisco에서 Red Hat Linux 및 SUSE Linux용으로 제공하는 LSI MegaSR 드라이버는 해당 배포의 
원본 GA 버전용이며 해당 OS 커널로의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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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Linux용 물리적 설치 디스크 준비

이 섹션에서는 Windows 운영 체제 또는 Linux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드라이버 이미지 파일에서 
물리적 Linux 설치 디스크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고 드라이버 이미지는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하기에는 너무 크므로 USB Thumb 드라이브를 신 사
용합니다.

참고 설치 절차의 설명에 따라 dud.img 파일을 가상 플로피 디스크로 마운트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물리적 설치 디스크 준비

Windows에서는 RaWrite 플로피 이미지 기록기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이미지 파일에서 디스크 이
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단계 LSI MegaSR 드라이버 다운로드, C-16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Cisco UCS C-Series 드라이버 ISO
를 다운로드한 다음 디스켓 드라이브가 있는 Windows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dud.img 파일을 추출합니다.

a. 디스크에 ISO 이미지를 굽습니다.

b. 드라이버 폴더의 콘텐츠에서 임베디드 MegaRAID 드라이버 위치를 찾습니다.

/<OS>/Storage/Intel/C600/

c. 드라이버 파일이 포함된 폴더가 들어 있는 Zip 파일을 확장합니다.

3단계 드라이버 업데이트 디스크 이미지 dud-[driver version].img 및 파일의 원시 write.exe를 디렉토리
에 복사합니다.

참고 RaWrite는 드라이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단계 필요한 경우 copy dud-[driver version].img dud.img 명령을 사용하여 드라이버 업데이트 디스
크의 파일 이름을 8자 미만의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5단계 DOS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원시 write.exe가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6단계 raw write 명령을 입력하여 설치 디스켓을 생성합니다.

7단계 Enter 키를 누릅니다.

부팅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8단계 dud.img를 입력합니다.

9단계 Enter 키를 누릅니다.

상 디스크를 넣으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10단계 플로피 디스크를 서버에 넣고 A:를 입력합니다.

11단계 Enter 키를 누릅니다.

12단계 Enter 키를 다시 눌러 디스켓으로 파일 복사를 시작합니다.

13단계 명령 프롬프트가 반환되고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의 LED가 꺼지면 디스크를 꺼냅니다.

14단계 이미지 이름으로 디스켓에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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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Linux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설치 디스크 준비

Red Hat Linux 및 SUSE Linux에서는 드라이버 디스크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이미지 파일에서 디
스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드라이버 이미지는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하기에는 너무 크므로 USB Thumb 드라이브를 신 사
용합니다.

1단계 LSI MegaSR 드라이버 다운로드, C-16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Cisco UCS C-Series 드라이버 ISO
를 다운로드한 다음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는 Linux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dud.img 파일을 추출합니다.

a. 디스크에 ISO 이미지를 굽습니다.

b. 드라이버 폴더의 콘텐츠에서 임베디드 MegaRAID 드라이버 위치를 찾습니다.

/<OS>/Storage/Intel/C600/

c. 드라이버 파일이 포함된 폴더가 들어 있는 Zip 파일을 확장합니다.

3단계 드라이버 업데이트 디스크 이미지 dud-[driver version].img를 Linux 시스템에 복사합니다.

4단계 Linux 시스템의 포트에 빈 USB Thumb 드라이브를 꽂습니다.

5단계 디렉토리를 생성한 다음 DUD 이미지를 해당 디렉토리에 마운트합니다.

mkdir <destination_folder>

mount -oloop <driver_image> <destination_folder>

6단계 디렉토리의 콘텐츠를 USB Thumb 드라이브에 복사합니다.

Red Hat Linux 드라이버 설치

참고 이 서버는 RedHat Linux 6.5 이상 버전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특정 OS 버전은 사용 중인 서버 릴리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매트릭
스를 참고하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임베디드 MegaRAID 스택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처음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단계 OS용으로 이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에 LSI 소프트웨어 RAID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하여 
RAID 드라이브 그룹을 생성합니다. BIOS POST 중에 LSI SWRAID가 표시되면 Ctrl+M을 눌러 이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2단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dud.img 파일을 준비합니다.

• 물리적 디스크에서 설치하려면 Linux용 물리적 설치 디스크 준비, C-19페이지의 절차 중 하
나를 수행합니다. 
그런 후에 이 절차의 4단계로 돌아옵니다.

• 가상 플로피 디스크에서 설치하려면 LSI MegaSR 드라이버 다운로드, C-16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Cisco UCS C-Series 드라이버 ISO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합니다. 
그런 후에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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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3단계 다음과 같이 dud.img 파일을 추출합니다.

a. 디스크에 ISO 이미지를 굽습니다.

b. 드라이버 폴더의 콘텐츠에서 임베디드 MegaRAID 드라이버 위치를 찾습니다.

/<OS>/Storage/Intel/C600/

c. dud-<driver version>.img 파일을 워크스테이션의 임시 위치에 복사합니다.

4단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Linux 드라이버 설치를 시작합니다.

• 로컬 미디어에서 설치하려면 외부 USB DVD 드라이브를 서버에 연결한 다음 드라이브에 첫 
번째 RHEL 설치 디스크를 넣습니다. 
그런 후에 6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 원격 ISO에서 설치하려면 서버의 Cisco IMC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한 후 다음 단계를 계속 진
행합니다.

5단계 가상 KVM 콘솔 윈도우를 시작하고 Virtual Media(가상 미디어) 탭을 클릭합니다.

a. Add Image(이미지 추가)를 클릭하고 원격 RHEL 설치 ISO 파일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b. Add Image(이미지 추가)를 다시 클릭하고 dud.img 파일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c. Mapped(매핑됨) 열에서 방금 추가한 미디어의 체크 박스를 선택한 다음 매핑이 완료될 때까
지 기다립니다.

6단계 서버 전원을 껐다가 켭니다.

7단계 부팅 중에 F6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6 키를 누릅니다. 부팅 메뉴 윈도우가 열립니다.

8단계 부팅 관리자 윈도우에서 물리적 디스크 또는 가상 DVD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이미지가 부팅되면 RHEL 설치가 시작됩니다.

9단계 부팅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 RHEL 6.x(32비트 및 64비트)의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linux dd blacklist=isci blacklist=ahci nodmraid noprobe=<ata드라이브 번호>

• RHEL 7.x(32비트 및 64비트)의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linux dd modprobe.blacklist=ahci nodmraid

참고 noprobe 값은 드라이브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가 3개인 RAID 5 컨피그
레이션에서 RHEL 6.5를 설치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Linux dd blacklist=isci blacklist=ahci nodmraid noprobe=ata1 noprobe=ata2

10단계 Enter 키를 누릅니다.

드라이버 디스크가 있는지를 묻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11단계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Yes(예)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12단계 fd0을 선택하여 드라이버가 포함된 플로피 디스크가 있음을 지정합니다.

13단계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2단계에서 물리적 디스켓에 IMG 파일을 준비한 경우 외부 디스크 드라이브를 상 서버에 연
결한 다음 A:/ 드라이브에 디스크를 넣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5단계에서 IMG 파일을 가상 플로피로 매핑한 경우에는 가상 플로피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설치 관리자가 해당 디바이스용 드라이버를 찾아서 로드합니다.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Loading megasr driver...(megasr 드라이버를 로드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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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14단계 Red Hat Linux 설치 절차에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15단계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드라이버 설치

지원되는 특정 OS 버전은 사용 중인 서버 릴리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매트릭
스를 참고하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임베디드 MegaRAID 스택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단계 OS용으로 이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에 LSI SWRAID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하여 RAID 드
라이브 그룹을 생성합니다. BIOS POST 중에 LSI SWRAID가 표시되면 Ctrl+M을 눌러 이 유틸리티
를 시작합니다.

2단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dud.img 파일을 준비합니다.

• 물리적 디스크에서 설치하려면 Linux용 물리적 설치 디스크 준비, C-19페이지의 절차 중 하
나를 수행합니다. 
그런 후에 이 절차의 4단계로 돌아옵니다.

• 가상 플로피 디스크에서 설치하려면 LSI MegaSR 드라이버 다운로드, C-16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Cisco UCS C-Series 드라이버 ISO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합니다. 
그런 후에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3단계 다음과 같이 dud.img 파일을 추출합니다.

a. 디스크에 ISO 이미지를 굽습니다.

b. 드라이버 폴더의 콘텐츠에서 임베디드 MegaRAID 드라이버 위치를 찾습니다.

/<OS>/Storage/Intel/C600/

c. dud-<driver version>.img 파일을 워크스테이션의 임시 위치에 복사합니다.

4단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Linux 드라이버 설치를 시작합니다.

• 로컬 미디어에서 설치하려면 외부 USB DVD 드라이브를 서버에 연결한 다음 드라이브에 첫 
번째 RHEL 설치 디스크를 넣습니다. 6단계로 건너뜁니다.

• 원격 ISO에서 설치하려면 서버의 Cisco IMC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한 후 다음 단계를 계속 진
행합니다.

5단계 가상 KVM 콘솔 윈도우를 시작하고 Virtual Media(가상 미디어) 탭을 클릭합니다.

a. Add Image(이미지 추가)를 클릭하고 원격 RHEL 설치 ISO 파일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b. Add Image(이미지 추가)를 다시 클릭하고 dud.img 파일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c. Mapped(매핑됨) 열에서 방금 추가한 미디어의 체크 박스를 선택한 다음 매핑이 완료될 때까
지 기다립니다.

6단계 서버 전원을 껐다가 켭니다.

7단계 부팅 중에 F6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6 키를 누릅니다. 부팅 메뉴 윈도우가 열립니다.

8단계 부팅 관리자 윈도우에서 물리적 디스크 또는 가상 DVD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이미지
가 부팅되면 SLES 설치가 시작됩니다.

9단계 첫 번째 SLES 화면이 나타나면 Installation(설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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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
10단계 Boot Options(부팅 옵션) 필드에 다음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 SLES 11 및 SLES 11 SP1(32비트 및 64비트)의 경우 brokenmodules=ahci를 입력합니다.

• SLES 11 SP2(32비트 및 64비트)의 경우 brokenmodules=ahci brokenmodules=isci를 입
력합니다.

• SLES 12의 경우 brokenmodules=ahci를 입력합니다.

11단계 드라이버에 해 F6 키를 누르고 Yes(예)를 선택합니다.

12단계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2단계에서 물리적 디스크에 IMG 파일을 준비한 경우 USB Thumb 드라이브를 상 서버에 넣
은 다음 A:/ 드라이브에 디스크를 넣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5단계에서 IMG 파일을 가상 플로피로 매핑한 경우에는 가상 플로피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F6 Driver(F6 드라이버) 제목 아래에 "Yes(예)"가 나타납니다.

13단계 Enter 키를 눌러 Installation(설치)를 선택합니다.

14단계 OK(확인)를 누릅니다.

LSI Soft RAID Driver Updates added.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5단계 메뉴에서 Driver Update Medium(드라이버 업데이트 미디엄)을 선택하고 Back(뒤로) 버튼을 누
릅니다.

16단계 설치 마법사의 프롬프트에 따라 설치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여 완료합니다.
C-23
Cisco UCS C220 M4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OL-32473-01



 

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RAID 컨트롤러 교체 후 RAID 컨피그레이션 복원
RAID 컨트롤러 교체 후 RAID 컨피그레이션 복원
RAID 컨트롤러를 교체하면 컨트롤러에 저장되어 있는 RAID 컨피그레이션이 손실됩니다. 

1단계 RAID 컨트롤러를 교체합니다. PCIe 카드 교체, 3-4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2단계 완전 섀시 교체의 경우 모든 드라이브를 이전 섀시에 설치했던 것과 같은 순서로 드라이브 베이에 
교체 장착합니다.

3단계 서버를 재부팅하고 프롬프트를 확인한 후 F 키를 누릅니다.

참고 최신 RAID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F 키를 누르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되지 않으며 RAID 컨피그레이
션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이 경우 6단계로 건너뜁니다.

4단계 화면에 다음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 키를 누릅니다.

Foreign configuration(s) found on adapter.
Press any key to continue or ‘C’ load the configuration utility,
or ‘F’ to import foreign configuration(s) and continue.

5단계 화면에 다음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C 외에 아무 키나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All of the disks from your previous configuration are gone. If this is 
an unexpected message, then please power of your system and check your cables
to ensure all disks are present.
Press any key to continue, or ‘C’ to load the configuration utility.

6단계 후속 화면에서 RAID 컨피그레이션을 올바르게 가져왔다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는지 살펴봅
니다.

•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면 컨피그레이션을 정상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경우 스토리지 디
바이스에도 LSI 가상 드라이브가 나열됩니다.

N Virtual Drive(s) found on host adapter.

•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면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프롬프트가 나타날 때 F 키
를 빨리 누르지 않으면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버를 재부팅한 다음 프
롬프트가 표시되면 F 키를 눌러 가져오기 작업을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0 Virtual Drive(s) found on host ad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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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추가 정보
추가 정보 
LSI 유틸리티에는 유틸리티 사용 방법에 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도움말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isco 서버에서 지원되는 RAID 컨트롤러 카드용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방법과 RAID에 한 기본
적인 정보는 Cisco UCS 서버 RAID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전체 Avago Technologies/LSI 관련 설명서도 제공됩니다.

• 하드웨어 SAS MegaRAID - Avago Technologies/LSI 12 Gb/s MegaRAID SAS 소프트웨어 사
용 설명서(F판)

•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MegaRAID - LSI 임베디드 MegaRAID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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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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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D

Cisco UCS 통합 설치

Cisco UCS Manager 통합 지침은 다음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통합 가이드로 이동되었습니다.

UCS Manager와 Cisco UCS C-Series 서버 통합 가이드

사용 중인 Cisco UCS Manager 버전용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Cisco UCS Manager 소프트웨어 및 C-Series 소프트웨어 릴리스 정보에서 사용 중인 릴리
스의 통합과 관련된 특별 고려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Cisco UCS Manager 릴리스 정보

• Cisco C-Series Software 릴리스 정보
D-1
CS C220 M4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http://www.cisco.com/en/US/customer/products/ps11736/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st.html
http://www.cisco.com/c/en/us/support/servers-unified-computing/ucs-manager/products-release-notes-list.html
http://www.cisco.com/c/en/us/support/servers-unified-computing/ucs-c-series-integrated-management-controller/products-release-not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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