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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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및 Cisco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및/또는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Cisco 상표 목록을 확인하려면  
www.cisco.com/go/trademarks 로 이동하십시오. 언급된 타사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파트너라는 용어의 사용이 Cisco와 다른 업체 사이의 제휴 관계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1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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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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1

개요

이 장에서는 Cisco UCS C3260 고집적 스토리지 시스템에 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전면 패널 기능 
그림 1-1에는 시스템의 전면 패널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리무버벌 전면 베젤이 설치된 상태의 시
스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LED 상태에 한 설명은 전면 패널 LED, 3-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그림 1-1 전면 패널 기능 

1 작동 패널 6 온도 상태 LED

2 서버 전원 버튼/LED 7 전원 공급 장치 상태 LED

3 시스템 장치 식별 버튼/LED 8 네트워크 링크 활동 LED

4 시스템 상태 LED 9 풀아웃 자산 태그(전면 베젤 아래쪽에 있어 보이
지 않음)

5 팬 상태 LED 10 내부 드라이브 상태 LED

3
5

3
3

7
5

1

2

3

4

5

6

7

8

9 1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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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후면 패널 기능
 후면 패널 기능
그림 1-2에는 시스템의 후면 패널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LED 상태에 한 설명은 후면 패널 LED 
및 버튼, 3-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그림 1-2 후면 패널 기능 

1 서버 노드 베이 1 

서버 노드가 하나뿐이면 베이 1에 설치해야 합니다.

11 SIOC 전원 LED(각 SIOC에 하나씩 있음)

2 서버 노드 상태 LED(보드의 메시 뒤에 있음) 12 SIOC 상태 LED(각 SIOC에 하나씩 있음)

3 서버 노드 장치 식별 버튼/LED 13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4 서버 노드 전원 버튼/LED 14 10/100/1000 전용 관리 포트(RJ-45 커넥터) 
(각 SIOC에 하나씩 있음)

이 포트에는 링크 활동 및 링크 속도 LED가 있습니다.

5 서버 노드 재설정 버튼(서버 노드의 프로세서 칩셋
을 재설정함)

15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6 서버 노드의 KVM 콘솔 커넥터

USB 2개, VGA 1개, 시리얼 커넥터 1개를 제공하는 
KVM 케이블과 함께 사용됨

16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7 서버 노드 베이 2

(선택 사항) 표시된 3.5인치 드라이브 베이를 4개까
지 포함할 수 있는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

(선택 사항) 서버 노드 2에도 이 베이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두 번째 서버 노드를 설치하려면 SIOC 베이 
2에 두 번째 SIOC가 필요합니다. Cisco UCS 
C3260 아키텍처 개요, 1-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17 SSD(Solid-State Drive) 베이(2.5인치 SSD 최  4개 설
치 가능)

아래쪽의 SSD 2개에는 두 번째 서버 노드가 필요합니다. 
서버 노드 1은 위쪽 SSD 베이 1과 2를 관리할 수 있고 서
버 노드 2는 아래쪽 SSD 베이 1과 2를 관리할 수 있습니
다. Cisco UCS C3260 아키텍처 개요, 1-7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8 SIOC(시스템 I/O 컨트롤러) 1 18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 상태 LED(모듈이 있는 경우)

9 전원 공급 장치(4개, 2+2로 이중화됨) 19 (선택 사항) SIOC 2

서버 노드가 2개인 경우 SIOC 2가 필요합니다.

10 40Gb SFP+ 포트(각 SIOC에 2개씩 있음)

각 포트에는 링크 및 활동 LED가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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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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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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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1: SSD 1
Server 1: SSD 2
Server 2: SSD 1
Server 2: SS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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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위치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위치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기본 섀시 내의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1-3페이지

• 서버 노드 내부의 구성 요소, 1-5페이지

• 시스템 I/O 컨트롤러 내부의 구성 요소, 1-6페이지

기본 섀시 내의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이 섹션에서는 기본 섀시 내부에 있는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의 위치에 해 설명합니다. 후면 패
널에서 액세스 가능한 구성 요소도 있고 상단 커버를 열어 액세스 가능한 구성 요소도 있습니다.

그림 1-3의 시스템 상면도에는 상단 커버를 연 상태의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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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본 섀시 내의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상면도 및 후면도)

1 팬 모듈(운영중 교체 가능한 4개 모듈)

각 팬 모듈에는 2개의 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SIOC(시스템 I/O 컨트롤러)(1개 또는 2개)

시스템 I/O 컨트롤러 내부의 구성 요소, 1-6페이지도 
참고하십시오.

2 내부 드라이브 베이(운영중 교체 가능한 최  56개의 
3.5인치 드라이브)

6 2.5인치 SSD(Solid-State Drive)(최  4개)

3 서버 노드 베이 1

서버 노드 내부의 구성 요소, 1-5페이지도 참고하십시오.

7 전원 공급 장치(4개, 2+2로 이중화됨)

4 서버 노드 베이 2

선택적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표시되어 있음) 또는 
선택적 서버 노드 2

8 3.5인치 하드 드라이브(표시되어 있는 선택적 드라이
브 익스팬더 모듈에 4개까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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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노드 내부의 구성 요소
이 섹션에서는 섀시 후면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서버 노드 내부에 있는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의 위
치에 해 설명합니다. 보기에는 서버 노드를 분리하고 커버를 제거한 시스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1-4 서버 노드 내부의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1 RTC 배터리 CR 2032

(서버 노드 커버를 덮은 상태에서 액세스 가능)

4 TPM(Trusted Platform Module) 소켓

2 DIMM(각 CPU당 소켓 8개, 총 16개) 5 슈퍼캡 전원 모듈(백업)이 연결된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3 CPU 및 히트싱크(2개) 6 USB Thumb 드라이브용 내부 USB 포트
(노드 커버를 덮은 상태에서 액세스 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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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I/O 컨트롤러 내부의 구성 요소
이 섹션에서는 섀시 후면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IOC(시스템 I/O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의 위치에 해 설명합니다. 보기에는 모듈 커버를 제거한 시스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Cisco UCS C3260 SIOC에는 통합Cisco UCS VIC 1300 Series 온보드 칩이 있으므로 리무버블 
어댑터 카드는 없습니다.

그림 1-5 시스템 I/O 컨트롤러 내부의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1 RTC 배터리 CR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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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C3260 아키텍처 개요
이 섹션에서는 하드웨어와 관련한 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아키텍처의 략적인 구성에 해 설명
합니다.

관리 아키텍처
시스템은 CMC(섀시 관리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서버 노드를 관리합니다. 각 SIOC(시스템 I/O 컨
트롤러) 모듈에는 온보드 CM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IOC가 2개인 경우 두 CMC는 액티브/ 기 
구성으로 작동합니다. Cisco IMC 인터페이스를 통해 로그인하는 SIOC의 CMC가 액티브 CMC로 
설정되며, 이 CMC에서 두 서버 노드의 BMC를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연결하여 Cisco IMC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버 노드의 BMC를 관리할 때는 SIOC의 관리 
포트(RJ-45)에 실제로 연결합니다. Cisco IMC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할 때는 해당 SIOC의 CMC에 
할당된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액티브 CMC에서만 실행됩니다.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은 액티브 
CMC와 기 CMC 간에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시스템 전원을 껐다가 켜면 SIOC 1의 CMC가 기본적으로 액티브 CMC로 지정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만족되면 액티브 CMC가 기 CMC로 장애 조치됩니다.

• 액티브 CMC가 재부팅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액티브 CMC가 포함된 SIOC를 제거하는 경우

• 액티브 CMC에서 네트워크 연결이 끊긴 경우

그림 1-6에는 두 SIOC의 관리 포트에 한 실제 연결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SIOC 1의 CMC에 
한 IP 주소로 로그인하면 해당 CMC가 액티브 CMC로 지정되며, 이 CMC에서 두 서버 노드를 모
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 1-6 관리 아키텍처

1
Active

LAN LA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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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 RJ-45RJ-45SIOC 1 SIOC 2CMC

BMC

B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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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 플레인 아키텍처에서는 구성 요소 간의 연결이 관리 플레인과 다릅니다. 그림 1-7의 다이
어그램에는 다음 연결이 나와 있습니다.

• 서버 노드 1의 데이터 버스는 SIOC 1을 통해 연결합니다. 

• 서버 노드 2의 데이터 버스는 SIOC 2를 통해 연결합니다. 

• 두 위쪽 베이의 SSD(Solid-State Drive)는 서버 노드 1에 설치된 OS 기반 AHC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두 아래쪽 베이의 SSD(Solid-State Drive)는 서버 노드 2에 설치된 OS 기반 AHCI 인터페이스
를 통해서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림 1-7  구성 요소의 데이터 아키텍처 및 연결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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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SIOC 1 SIOC 2SFP+ SFP+ SFP+ SFP+

Data busAHCI

AHCI

SFP+ SFP+ SFP+ SFP+

1: SSD 1
1: SSD 2

2: SSD 2
1: SS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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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개요
표 1-1에는 시스템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표 1-1 Cisco UCS C3260 시스템 기능

섀시 4RU(4개 랙 장치) 섀시

프로세서 각 서버 노드(최  2개의 서버 노드) 내부에 있는 Intel Xeon E5-2600 v2 
Series 프로세서 2개 

메모리 각 서버 노드(최  2개의 서버 노드) 내부에 있는 최  16개 DIMM

다중 비트 오류 
방지

이 시스템은 다중 비트 오류 방지를 지원합니다.

스토리지 이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내부 액세스 가능한 3.5인치 드라이브 최  56개

• 후면 패널에서 액세스 가능한 선택적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의 3.5인치 
드라이브 최  4개

• 후면 패널에서 액세스 가능한 2.5인치 SSD(Solid-State Drive) 최  4개. 
SSD가 3개 이상이면 서버 노드 2개가 필요합니다.

모든 드라이브는 운영중 교체 가능합니다1.  

디스크 관리 각 서버 노드 내부에는 1GB 또는 4GB 캐시가 포함된 RAID 컨트롤러 전용 메
자닌형 소켓 1개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RAID 컨트롤러 옵션의 목록은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C-1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RAID 백업 선택적 SCPM(슈퍼캡 전원 모듈)은 서버 노드 내부에 있는 RAID 컨트롤러 카
드에 마운트됩니다.

PCIe I/O 이 시스템에는 PCIe 확장 슬롯이 없습니다.

네트워크 및 관
리 I/O

시스템은 한 SIOC(시스템 I/O 컨트롤러)를 1개 또는 2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SIOC에서는 후면 패널 연결 기능이 제공됩니다. 

• SIOC당 SFP+ 40Gb 포트 2개

• SIOC당 10/100/1000 이더넷 전용 관리 포트 1개

각 서버 노드에는 후면 패널 KVM 커넥터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커넥
터는 USB 2개, VGA DB-15 1개 및 시리얼 DB-9 커넥터 1개를 제공하는 KVM 
케이블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USB 시스템에는 내부 USB 슬롯 2개(각 서버 노드 내에 하나씩)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원 전원 공급 장치 2개 또는 4개(각 1050W, 운영중 교체 가능하며 2+2로 이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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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내부 팬 모듈 4개(전면에서 후면으로의 냉각에 사용되며 운영중 교체 가능). 
각 팬 모듈에는 2개의 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전원 공급 장치에도 팬이 하나씩 있습니다.

베이스보드 관리 Cisco IMC(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펌웨어를 통해 베이스보드를 
관리합니다.

NIC 모드 설정에 따라 SIOC 전용 관리 포트 또는 SIOC SFP+ 포트를 통해 
Cisco IMC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관리 아키텍처, 1-7페이지도 참고하십시오.

1. 운영중 교체 가능 = 시스템 전원을 켠 상태에서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미리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 1-1 Cisco UCS C3260 시스템 기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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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

시스템 설치

이 장에서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에 해 설명하며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시스템 포장 풀기 및 검사, 2-2페이지

• 시스템 설치 준비, 2-2페이지

• 랙에 시스템 설치, 2-4페이지

• 초기 시스템 설정, 2-9페이지

• NIC 모드 및 NIC 이중화 설정, 2-16페이지

• 시스템 BIOS 및 Cisco IMC 펌웨어, 2-17페이지

참고 시스템을 설치, 작동 또는 점검하기 전에 Cisco UCS C-Series 서버 규정 준수 및 안전 정보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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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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포장 풀기 및 검사

주의 내부 시스템 구성 요소를 다룰 때 ESD 스트랩을 착용하고 캐리어 에지로만 모듈을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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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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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손상된 장치의 모델 및 일련 번호

• 손상에 한 설명

• 손상이 설치에 미친 영향

시스템 설치 준비
이 섹션에서는 시스템 설치를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설치 지침, 2-2페이지

• 랙 요건, 2-3페이지

• 장비 요건, 2-3페이지

• 슬라이드 레일 조정 범위, 2-3페이지

설치 지침

경고 시스템의 과열 방지 차원에서 최대 권장 주변 온도인 35°C(95°F)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작동하지 
마십시오. 
명령문 1047

경고 플러그-소켓 조합은 기본 분리 디바이스로 사용되므로 항상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명령문 1019
2-2
Cisco UCS C3260 랙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2장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설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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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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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정비 작업 및 알맞은 공기 흐름 유지를 위해 시스템 주변에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
니다. 시스템의 공기 흐름은 전면에서 후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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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비닛 또는 랙이 랙 요건, 2-3페이지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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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랙 요건
이 섹션에서는 외부 기 온도 범위가 5C~35C(41F~95F)라고 가정할 때 표준 개방형 랙에 
한 요건을 제공합니다.

랙은 다음 유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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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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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당 4RU(17.78cm/7인치) 이상의 수직 랙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장비 요건
Cisco Systems에서 이 시스템용으로 제공하는 슬라이드 레일은 9.6mm(0.38인치) 정사각형, 
7.1mm(0.28인치) 원형 또는 #12-24 UNC 나사산 구멍이 있는 랙에 설치할 경우 설치용 도구가 필
요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레일 조정 범위
이 시스템의 슬라이드 레일 조정 범위는 660mm~914mm(26인치~36인치)입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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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에 시스템 설치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슬라이드 레일 설치, 2-4페이지

• 케이블 관리 암 설치(선택 사항), 2-8페이지

• 케이블 관리 암 뒤집기(선택 사항), 2-9페이지

경고 랙에 이 유닛을 마운트하거나 서비스 작업을 할 때 신체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지침은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
었습니다. 랙에 이 장치만 있을 경우 랙의 맨 아래에 마운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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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을 하기 전에 스태빌라이저를 설치하십시오. 명령문 1006

슬라이드 레일 설치

1단계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 레일 어셈블리에서 안쪽 레일을 제거합니다(그림 2-1 참고).

a. 레일 분리 래치 후면 끝을 아래로 누르고 안쪽 레일이 멈출 때까지 바깥으로 당겨 냅니다.

b. 안쪽 레일 분리 클립을 누른 상태로 안쪽 레일을 당겨 레일 어셈블리에서 빼냅니다.

그림 2-1 어셈블리에서 안쪽 레일 제거

1 레일 분리 래치(근접도) 2 안쪽 레일 분리 클립

3
5

3
3

8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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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측에 안쪽 레일을 연결합니다(그림 2-2 참고).

a. 레일에 있는 키 슬롯 10개가 시스템측의 10개 페그에 맞춰지도록 안쪽 레일을 시스템의 한측
에 맞춥니다. 

b. 페그에 키 슬롯을 놓은 다음 레일을 뒤쪽으로 밀어 페그에 고정시킵니다.

c. 두 번째 안쪽 레일을 시스템의 반 편에 설치합니다.

그림 2-2 시스템측에 안쪽 레일 연결

3단계 랙에 슬라이드 레일을 설치합니다(그림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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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딸깍 소리가 나면서 잠길 때까지 전면 마운팅 페그를 랙 포스트 구멍에 밀어 넣습니다.

c. 슬라이드 레일이 후면 랙 포스트에 완전히 평평하게 닿을 때까지 슬라이드 레일 길이를 조정
합니다.

d. 후면 페그 스프링 래치를 잡고 후면 랙 포스트 구멍에 후면 마운팅 페그를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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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후면 페그 스프링 래치를 놓아 후면 페그를 제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f. 제2 슬라이드 레일 어셈블리를 랙의 반 편에 연결합니다. 두 개의 슬라이드 레일 어셈블리는 
서로 같은 높이이고 전면에서 후면까지 수평 상태여야 합니다.

1 시스템 후면 2 안쪽 레일

3
5

3
3

8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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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랙 포스트에 레일 어셈블리 연결

4단계 각 어셈블리의 중간 슬라이드 레일을 랙 전면 쪽으로 잡아당겨 안쪽 정지 지점에 닿아 고정되게 
합니다(그림 2-4 참고).

5단계 다음과 같이 내부 레일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중간 레일에 삽입합니다.

주의 이 시스템은 모든 구성 요소가 장착된 풀 로드 상태에서 최  86kg(190파운드)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들어 올릴 경우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거나 기계 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이 작업을 시도할 경우 부상을 입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을 이동할 때는 하드 드라이브 등의 구성 요소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시스템의 측면에 연결된 안쪽 레일 후면을 랙에 있는 빈 중간 레일의 전면 끝에 맞춥니다.

b. 안쪽 정지 지점에 닿아 멈출 때까지 시스템을 중간 레일에 밀어 넣습니다.

c. 각 안쪽 레일에서 분리 클립을 누른 다음 전면 슬램 래치가 랙 포스트에 맞물릴 때까지 랙에 
시스템을 계속 밀어 넣습니다(그림 2-4 참고).

주의 시스템을 랙에 밀어 넣기 전에 두 분리 클립이 풀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레일이 손상되지 않도
록 시스템을 레일에 천천히 밀어 넣어야 합니다.

1 바깥쪽 전면에서 랙 포스트 구멍으로 들어
가는 전면 마운팅 페그

3 후면 페그 스프링 래치

2 안쪽 후면에서 랙 포스트 구멍으로 들어가
는 후면 마운팅 페그

3
5

3
3

8
3

1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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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랙 포스트에 레일 어셈블리 연결

6단계 (선택 사항) 슬라이드 레일과 함께 제공된 나사 2개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랙에 더 단단히 고정합
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설치된 랙을 이동하려는 경우 이러한 나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슬라이드 레일에 완전히 밀어 넣은 상태에서 시스템의 전면에 있는 힌지 슬램 래치 레버를 
열고 레버 아래에 있는 구멍을 통해 나사를 삽입합니다. 랙 포스트에 있는 레일의 고정 부분에 나사
를 조이면 시스템이 밀려 나오지 않습니다. 반 쪽 슬램 래치에 해서도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주의 랙에서 시스템을 당겨 빼내면 내부 잠금 중지부에서 시스템이 멈춥니다. 랙에서 시스템을 제거하
려는 경우가 아니면 안쪽 레일의 분리 클립(그림 2-4 참고)을 누르지 마십시오. 안쪽 레일의 분리 
클립을 누르면 시스템이 중간 레일 바깥쪽으로 완전히 밀려 나오므로 부상을 입거나 장비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1 바깥쪽 레일에서 당겨 빼낸 중간 레일 3 안쪽 레일 분리 클립

2 시스템에 마운트된 안쪽 레일

3
5

3
4

4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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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관리 암 설치(선택 사항)

참고 CMA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CMA를 뒤집으려면 설치 전에 케이블 관
리 암 뒤집기(선택 사항), 2-9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1단계 시스템을 랙에 완전히 밀어 넣은 상태에서 시스템에서 가장 먼 CMA 암의 CMA 탭을 랙 포스트에 
연결된 고정 슬라이드 레일의 끝으로 밉니다(그림 2-5 참고). 딸깍 소리가 나면서 잠기도록 탭을 
레일의 끝으로 밉니다.

2단계 시스템에서 가장 가까운 CMA 탭을 시스템에 연결된 안쪽 레일의 끝으로 밉니다(그림 2-5 참고). 
딸깍 소리가 나면서 잠기도록 탭을 레일의 끝으로 밉니다.

3단계 랙의 너비에 맞춰질 때까지 CMA 어셈블리의 반 쪽 끝에 있는 너비 조정 슬라이더를 빼냅니다(
그림 2-5 참고).

4단계 너비 조정 슬라이더의 끝에 있는 CMA 탭을 랙 포스트에 연결된 고정 슬라이드 레일의 끝으로 밉
니다(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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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슬라이드 레일 후면에 케이블 관리 암 연결

1 시스템에서 가장 먼 암의 CMA 탭 및 바깥
쪽 고정 슬라이드 레일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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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스템에서 가장 가까운 암의 CMA 탭 및 
시스템에 연결된 안쪽 슬라이드 레일의 끝

4 시스템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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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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후면을 향하도록 뒤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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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CMA 뒤집기

초기 시스템 설정 
아래에는 설정 단계가 략적으로 요약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이 문서 내의 섹션이 나와 
있습니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 네트워킹 설정을 확인합니다.

기본 네트워킹 설정, 2-10페이지

2. 최  5개의 IP 주소 설정을 위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시스템 IP 주소, 2-10페이지

3. DHCP 서버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DHCP 요건, 2-11페이지

4. 시스템에서 케이블과 전원을 연결한 다음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시작합니다.

시스템 연결 및 설정 유틸리티 열기, 2-11페이지

1 너비 조정 슬라이더의 끝에 있는 CMA 탭 2 회전을 위한 금속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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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시스템 설정
5.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하여 네트워킹 설정을 지정합니다.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하여 시스템 설정, 2-13페이지

6. 고정 IP에만 해당하는 단계 - Cisco IMC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CMC 및 BMC IP 주소
를 설정합니다.

고정 CMC 및 BMC 내부 IP 주소 설정, 2-15페이지

기본 네트워킹 설정
시스템은 다음 설정이 적용된 상태로 배송됩니다.

• 기본 NIC 모드는 Cisco Card(Cisco 카드)입니다. 두 SIOC 중 하나의 SFP+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IMC(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합니다. 

전용 관리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IMC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시스템에 연결한 후 다음 절차의 
설명에 따라 NIC 모드를 Dedicated(전용)로 변경하면 됩니다. 

• 기본 NIC 이중화는 Active-active(액티브-액티브)입니다. 

• DHCP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IPv4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IP 주소
Cisco C3260 시스템에서는 IP 주소를 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스템에 있는 모든 컨트롤러에 IP 주소를 할당해야 컨트롤러가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DHCP 
서버에서 모든 IP 주소를 할당할 수도 있고, 고정 IP 주소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 관리 IP - 전체 시스템의 가상 IP 주소입니다. SIOC 1 또는 SIOC 2의 액티브 섀시 관리 컨트
롤러에 한 LAN 연결을 통해 시스템의 Cisco IMC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때 이 주소에 로
그인합니다(Cisco UCS C3260 아키텍처 개요, 1-7페이지 참고).

• SIOC 1 CMC IP - SIOC 1의 CMC(섀시 관리 컨트롤러) 내부 주소입니다. DHCP 서버에서 이 주
소를 할당할 수도 있고, Cisco IM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고정 주소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SIOC 2 CMC IP - SIOC 2(설치된 경우)의 CMC 내부 주소입니다. DHCP 서버에서 이 주소를 
할당할 수도 있고, Cisco IM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고정 주소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서버 1 BMC IP - 서버 노드 1의 BMC(보드 관리 컨트롤러) 내부 주소입니다. DHCP 서버에서 
이 주소를 할당할 수도 있고, Cisco IM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고정 주소를 설정할 수도 있
습니다.

• 서버 2 BMC IP - 서버 노드 2(설치된 경우)의 BMC 내부 주소입니다. DHCP 서버에서 이 주소
를 할당할 수도 있고, Cisco IM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고정 주소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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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P 요건
시스템을 원격으로 구성하려면 시스템과 같은 네트워크에 DHCP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DHCP 
서버는 SIOC(시스템 I/O 컨트롤러)의 CMC(섀시 관리 컨트롤러)에 한 MAC 주소 범위를 사용
하여 미리 구성해야 합니다. 각 SIOC에는 6개의 MAC 주소 범위가 할당됩니다. 레이블에 인쇄된 
MAC 주소는 연속적인 MAC 주소 6개로 된 범위의 시작입니다. 

MAC 주소는 SIOC 릴리스 레버의 레이블에 인쇄되어 있습니다(그림 2-7 참고). 시스템에 SIOC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레버를 약간 열어야 레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7 MAC 주소 레이블 

시스템 연결 및 설정 유틸리티 열기
이 절차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 IP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의 초기 설정을 안내합니다.

1단계 전원 코드를 시스템의 각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한 다음 접지된 AC 전원 콘센트에 각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서버 노드가 첫 부팅에서 기 전원 상태로 부팅될 때까지 약 2분간 기다립니다. 

전면 패널의 시스템 전원 상태 LED를 통해 시스템 전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1-1 1-1
페이지 참고). LED가 황색이면 시스템이 기 전원 모드인 것입니다. 

2단계 시스템 후면의 서버 노드 중 하나에 있는 KVM 커넥터에 KVM 케이블(Cisco PID N20-BKVM)을 
연결합니다(그림 2-8 참고). 

3단계 USB 키보드 및 VGA 모니터를 KVM 케이블에 연결합니다. 

1 SIOC의 릴리스 레버에 있는 MAC 주소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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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두 SIOC의 SFP+ 커넥터에 SFP+ 케이블을 연결합니다(그림 2-8 참고).

참고 전용 관리 포트를 사용하여 서버를 관리하도록 NIC 모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두 SIOC의 전용 
관리 포트에 RJ-45 이더넷 케이블도 연결합니다(그림 2-8 참고).

5단계 전면 패널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길게 눌러 시스템을 부팅합니다.

6단계 다음과 같이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엽니다. 

a. 전면 패널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길게 눌러 시스템을 부팅합니다. 화면에서 프롬프트를 확인
한 후 F8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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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틸리티에는 F1 또는 F2 키를 눌러 전환할 수 있는 윈도우가 3개 있습니다. 

7단계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하여 시스템 설정, 2-13페이지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림 2-8 설정을 위한 후면 패널 커넥터

1 각 서버 노드의 KVM 콘솔 커넥터 2 40Gb SFP+ 포트(각 SIOC에 2개씩 있음)

3 10/100/1000 전용 관리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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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하여 시스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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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다음과 같이 NIC 및 NIC 이중화를 설정합니다. 

a. NIC Mode(NIC 모드) - NIC 모드를 다음 중에서 설정하여 Cisco IMC 관리 인터페이스에 액
세스하는 데 사용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 Cisco Card(Cisco 카드, 기본값) - 액티브 SIOC의 SFP+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IMC에 액세
스합니다. NIC 이중화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 Dedicated(전용) - 액티브 SIOC의 전용 RJ-45 관리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IMC에 액세스합
니다. 이 NIC 모드의 NIC 이중화 설정은 None(없음)뿐입니다. 

• Active SIOC Slot(액티브 SIOC 슬롯) - 이 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필드에는 액티브 
SIOC/섀시 관리 컨트롤러가 표시됩니다. 두 SIOC는 액티브- 기 장애 조치 관계로 작동합니
다(관리 아키텍처, 1-7페이지 참고). 

b. NIC redundancy(NIC 이중화) - 다음과 같은 3개 NIC 이중화 설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ctive-active(액티브-액티브, 기본값) - 모든 SFP+ 포트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이 설정은 
Cisco Card(Cisco 카드) NIC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ctive-standby(액티브- 기) - 액티브 SFP+ 포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트래픽이 기 포트
로 장애 조치됩니다.

• None(없음) - 포트가 독자적으로 작동하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장애 조치되지 않습니다. 이 설
정은 Dedicated(전용) NIC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IPv4(기본값)를 사용할지 아니면 IPv6를 사용할지를 선택합니다.

IPv6를 사용하도록 선택하는 경우에는 화면의 공간 제한 때문에 IPv4 세부사항이 숨겨집니다.

3단계 DHCP를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할지(기본값) 아니면 DHCP를 비활성화한 다음 고정 네트워크 설
정을 입력할지를 선택합니다.

참고 DHCP 서버를 사용하며 SFP+ 케이블을 SIOC에 이미 연결한 경우에는 관리 IP 주소와 네트워크 
설정이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DHCP를 비활성화하는 경우에는 고정 관리 IP 주소 및 네트워크 
설정을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고정 IPv4 및 IPv6 설정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관리 IP 주소(Cisco IMC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주소)

• 접두사/서브넷 

IPv6의 경우 유효한 값은 1~127입니다.

•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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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DNS 서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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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선택 사항)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VLAN 설정을 지정합니다.

참고 윈도우를 전환하기 전에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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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F1 키를 눌러 두 번째 설정 윈도우로 이동한 후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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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선택 사항) 호스트 이름을 설정합니다.

7단계 (선택 사항) 동적 DNS를 활성화하고 DDNS(동적 DNS) 도메인을 설정합니다.

8단계 (선택 사항) Factory Default(초기 기본값) 체크 박스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Server Controller Configuration(서버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 선택한 서버 노드가 초기 기
본값 상태로 다시 설정되며 선택한 서버/호스트가 재부팅됩니다. 

• Chassis Controller Configuration(섀시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 SIOC의 두 CMC가 모드 초
기 기본값 상태로 설정됩니다. 

9단계 (선택 사항) 기본 사용자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10단계 (선택 사항) SIOC의 10/100/1000 전용 관리 포트에서 자동 협상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해당 포트에 해 포트 속성을 설정합니다. 

11단계 (선택 사항) 포트 프로파일 및 포트 이름을 재설정합니다. 

참고 윈도우를 전환하기 전에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12단계 F1 키를 눌러 세 번째 설정 윈도우로 이동한 후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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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단계 (선택 사항) SIOC SFP+ 포트의 포트 속도를 40Gbps 또는 4x10Gbps로 설정합니다.

"Adapter-1(어댑터-1)"이 SIOC 1이고 "Adapter-2(어댑터-2)"가 SIOC 2입니다(있는 경우).

참고 시스템에서 Cisco IMC 2.0(9)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기본 설정은 Auto(자동)입니다. 이 설
정을 사용하는 경우 포트 속도가 네트워크 설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14단계 F5 키를 눌러 적용한 설정을 새로 고칩니다. 다음 단계에서 서버 노드를 재부팅하기 전에 새 설정
이 나타나고 Network settings configured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약 45초 동안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15단계 F10 키를 눌러 설정을 저장하고 서버 노드를 재부팅합니다.

참고 DHCP를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선택한 경우 동적으로 할당된 IP 및 MAC 주소가 부
팅 과정에서 콘솔 화면에 표시됩니다.

16단계 서버 노드에서 KVM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참고 SIOC의 각 CMC 및 서버 노드의 각 BMC에 내부 IP 주소를 할당해야 시스템이 작동합니다(시스
템 IP 주소, 2-10페이지 참고). DHCP를 활성화하는 경우에는 DHCP 서버가 이러한 주소를 할당
하므로 추가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17단계 고정 IP를 설정하는 경우(DHCP를 비활성화하는 경우)에만 수행하는 단계 - 고정 CMC 및 BMC 
내부 IP 주소 설정, 2-15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Cisco IM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CMC 및 BMC 
내부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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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시스템 설정
고정 CMC 및 BMC 내부 IP 주소 설정

참고 DHCP를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면 DHCP 서버가 CMC 및 BMC IP 주소를 설정하므로 이러한 단계
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적 IP 주소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만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단계 브라우저와 시스템 관리 IP 주소를 사용하여 Cisco IMC 관리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2단계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시스템의 기본 사용자 이름은 admin입니다. 기본 비밀번호는 
password입니다.

Chassis/Summary(섀시/요약) 페이지가 열립니다. 관리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DHCP 서버가 각 
CMC의 IP 주소를 할당한 경우에만 이 시점에서 해당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3단계 좌측 상단 모서리의 Menu(메뉴) 버튼 을 클릭하고 Admin(관리) > Networking(네트워킹)
을 선택합니다.

Networking/Network Settings(네트워킹/네트워크 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4단계 아래쪽의 Individual Settings(개별 설정) 영역으로 스크롤합니다.

5단계 CMC1, CMC2, BMC1 및 BMC2용 고정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참고 컨피그레이션을 완료하려면 사용 가능한 모든 구성 요소 IP 주소를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IP 주
소를 일부분만 설정하면 오류가 발생하며 부분적으로 설정한 사항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6단계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C3260 서버용 Cisco UCS C-Series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GU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또는 C3260 서버용 Cisco UCS C-Series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CLI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에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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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co Card(Cisco 카드, 기본값) -  액티브 SIOC의 SFP+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IMC에 액세
스합니다. NIC 이중화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 Dedicated(전용) - 두 SIOC 중 하나의 전용 RJ-45 관리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IMC에 액세스
합니다. 이 NIC 모드의 NIC 이중화 설정은 None(없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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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ive-active(액티브-액티브, 기본값) - 모든 SFP+ 포트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이 설정은 
Cisco Card(Cisco 카드) NIC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ctive-standby(액티브- 기) - 액티브 SFP+ 포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트래픽이 기 포트
로 장애 조치됩니다.

• None(없음) - 포트가 독자적으로 작동하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장애 조치되지 않습니다. 이 설
정은 Dedicated(전용) NIC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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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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페이지

• 시스템 BIOS 액세스, 2-18페이지

BIOS 및 Cisco IMC 펌웨어 업데이트

주의 BIOS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는 Cisco IMC 펌웨어도 같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부팅되지 않습니다. BIOS 및 Cisco IMC 펌웨어가 일치할 때까지는 
시스템의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부팅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Cisco에서 가져온 검증된 펌웨어를 사용합니다. Cisco에서는 각 펌웨어 이미지와 함께 
릴리스 노트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권장 방법 - Cisco 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Cisco IMC, BIOS 및 기타 구성 요
소 펌웨어를 호환되는 레벨로 동시에 업그레이드합니다. 

아래의 설명서 로드맵 링크에서 사용 중인 펌웨어 레벨의 Cisco 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 
빠른 참조 가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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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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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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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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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스 

참고 BIOS 설정에 한 자세한 내용은 BIOS 윈도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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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t(종료) 메뉴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우측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6단계 Exit(종료) 메뉴 화면의 지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설정 유틸리티를 종료하거나 F10 키를 
누릅니다. Esc 키를 누르면 변경 사항을 저장하지 않고 유틸리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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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지 관리

이 장에서는 LED를 사용하여 시스템 문제를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하드웨어 구성 요
소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방법에 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장에는 다음과 같은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태 LED와 버튼, 3-1페이지

• 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준비, 3-10페이지

• 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3-17페이지

• 서버 노드 보드의 서비스 헤더, 3-57페이지

상태 LED와 버튼
이 섹션에서는 LED와 버튼의 위치 및 의미를 설명하며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전면 패널 LED, 3-2페이지

• 후면 패널 LED 및 버튼, 3-4페이지

• 내부 진단 LED, 3-7페이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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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LED와 버튼
전면 패널 LED
그림 3-1에서는 전면 패널 LED를 보여줍니다. 표 3-1, 3-2페이지에는 전면 패널 LED 상태의 정의
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3-1 전면 패널 LED 
 

1 시스템 전원 버튼 및 전원 상태 LED 5 온도 상태 LED

2 시스템 장치 식별 버튼 및 LED 6 전원 공급 장치 상태 LED

3 시스템 상태 LED 7 네트워크 링크 활동 LED

4 팬 상태 LED 8 내부 드라이브 상태 LED

표 3-1 전면 패널 LED 상태

LED 이름 상태

1 시스템 전원 버튼/전원 상태 LED • 꺼짐 - 시스템에 AC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모든 전원 코드를 뽑음).

• 황색 - 두 서버 노드의 전원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두 서버 
노드의 전원이 켜집니다.

• 녹색 - 서버 노드 하나 이상의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두 서버 
노드의 전원이 꺼지고 LED가 다시 황색으로 켜집니다.

2 시스템 장치 식별 • 꺼짐 - 장치 식별 LED가 사용 중이 아닙니다.

• 파란색(깜박임) - 장치 식별 LED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3
5

3
4

4
4

1

2

3

4

5

6

7

1
2
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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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상태 • 녹색 - 시스템이 정상 작동 상태로 실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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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색(켜져 있음) - 시스템이 성능이 저하된 상태로 작동 중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원 공급 장치 이중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전원 공급 장치 플러그를 
뽑았거나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발생함).

– CPU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하나 이상의 CPU에 결함이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DIMM에 결함이 있습니다.

– RAID 컨피그레이션에서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황색(깜박임) - 시스템에 중 한 결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팅이 실패했습니다.

– 치명적인 CPU 및/또는 버스 오류가 감지되었습니다.

– 시스템이 과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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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색(켜져 있음) - 팬 모듈 하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황색(깜박임) - 중 한 결함. 둘 이상의 팬 모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5 온도 상태 • 녹색 - 시스템이 정상 온도에서 작동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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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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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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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경고 임계값에 도달했지만 전원 공급 장치가 계속 작동하
고 있습니다.

• 황색(깜박임) - 하나 이상의 전원 공급 장치에 중 한 결함이 있습니다. 중
한 결함 임계값에 도달하여 전원 공급 장치가 종료되었습니다.

7 네트워크 링크 활동 • 꺼짐 - 이더넷 링크가 유휴 상태입니다.

• 녹색 - 하나 이상의 이더넷 LOM 포트가 링크 활성 상태입니다.

• 녹색(깜박임) - 하나 이상의 이더넷 LOM 포트가 트래픽 활성 상태입니다.

8 내부 드라이브 상태 LED 이러한 LED를 사용하여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
음 시스템 커버를 열고 드라이브 트레이의 LED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정
확한 드라이브를 찾습니다.

• LED의 열 2개는 내부 드라이브 컴파트먼트의 각 부분에 해당합니다(우측 
또는 좌측 상단 커버 아래에 있음).

• LED에서 번호가 지정된 4개 행은 드라이브 베이의 4개 수평 행(각 행에는 
14개 드라이브 베이가 있음)에 해당합니다.

예는 그림 3-9를 참고하십시오. 이 예에서 빨간색 LED는 내부 드라이브 컴파트
먼트 우측의 3행에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표 3-1 전면 패널 LED 상태 (계속)

LED 이름 상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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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LED와 버튼
후면 패널 LED 및 버튼
그림 3-2에서는 후면 패널 LED와 버튼을 보여줍니다. 표 3-2, 3-5페이지에는 후면 패널 LED 상태
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3-2 후면 패널 LED 및 버튼

1 각 드라이브 트레이의 드라이브 결함 9 SIOC 전원 LED

2 각 드라이브 트레이의 드라이브 활동 10 SIOC 상태 LED

3 서버 노드 상태 LED(각 서버 노드 보드의 
메시 뒤에 있음)

11 10/100/1000 전용 관리 포트 링크 활동 LED

4 각 서버 노드의 서버 노드 장치 식별 
버튼 /LED

12 10/100/1000 전용 관리 포트 링크 속도 LED

5 각 서버 노드의 서버 노드 전원 버튼/LED 13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6 서버 노드 재설정 버튼(각 서버 노드의 컨트
롤러 칩셋을 재설정함)

14 각 드라이브 베이의 SSD(Solid-State 
Drive) 활동 LED

이 LED는 Windows 운영 체제가 AHCI 모
드에서 SSD를 제어할 때만 활성화되며 지
원됩니다.

7 각 포트의 40Gb SFP+ 포트 링크 LED 15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8 각 포트의 40Gb SFP+ 포트 활동 LED 16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 상태 LED

17 전원 공급 장치 상태 LED(각 전원 공급 장치)

3
0

5
0

4
7

HDD 57 HDD 58 HDD 59 HDD 60

PSU 1 PSU 2 PSU 3 PSU 4
Server 1: SSD 1
Server 1: SSD 2
Server 2: SSD 1
Server 2: SSD 2

SIOC 1

Server 1

SIOC 2

13 15
8 9 10

11
12

7
14 16 17

1

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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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LED와 버튼
표 3-2 후면 패널 LED 상태

LED 이름 상태

1 드라이브 결함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에 드
라이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사용됨)

• 꺼짐 -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황색 -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 황색(깜박임) - 디바이스를 재구축하는 중입니다.

2 드라이브 활동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에 드
라이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사용됨)

• 꺼짐 - 드라이브 트레이에 드라이브가 없습니다(액세스 없음, 결함 없음).

• 녹색 - 드라이브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 녹색(깜박임) -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중입니다.

3 서버 노드 상태 • 녹색 - 서버 노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녹색(깜박임) - 서버가 기 모드 또는 절전 상태입니다.

• 황색 - 서버 노드가 성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성능이 저하된 상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 전원 공급 장치 이중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전원 공급 장치 플러그를 
뽑았거나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발생함).

– SIOC 이중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CPU가 일치하지 않거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 DIMM에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 RAID 컨피그레이션의 드라이브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 황색(깜박임) - 서버 노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는 다음으로 정
의됩니다.

– 부팅이 실패

– 치명적인 CPU 및/또는 버스 오류가 탐지

– 치명적인 수정 불가능한 메모리 오류가 탐지

– 두 SIOC에서 모두 장애 발생

– RAID 컨피그레이션에서 두 드라이브에서 모두 장애 발생

– 과열 상태

4 서버 노드 장치 식별 버튼/LED • 꺼짐 - 식별 LED가 사용 중이지 않습니다.

• 파란색 - 식별 LED가 활성화되었습니다.

5 서버 노드 전원 버튼/LED • 꺼짐 - 서버 노드에 AC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황색 - 서버 노드가 기 전원 모드입니다. 전원이 Cisco IMC에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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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0Gb SFP+ 포트 링크 LED • 꺼짐 - 링크가 없습니다.

• 녹색 - 링크가 있습니다.

8 40Gb SFP+ 포트 활동 LED • 꺼짐 - 링크가 없습니다.

• 녹색 - 링크는 있지만 활동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 녹색(깜박임) - 링크가 있으며 활동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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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IOC 전원 • 꺼짐 - SIOC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SIOC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녹색 - SIOC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SIOC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10 SIOC 상태 • 꺼짐 - SIOC가 유휴 상태입니다.

• 녹색 - SIO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녹색(깜박임) - SIOC에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1 10/100/1000 전용 관리 링크 활동 • 꺼짐 - 링크가 없습니다.

• 녹색 - 링크는 있지만 활동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 녹색(깜박임) - 링크가 있으며 활동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12 10/100/1000 전용 관리 링크 속도 • 꺼짐 - 링크 속도가 10/100Mbps입니다.

• 녹색 - 링크 속도가 1Gbps입니다.

13 SSD(Solid-State Drive) 결함

SSD가 Windows 운영 체제에 
의해 AHCI 모드에서 설치 및 제
어될 때만 활성화됩니다.

• 꺼짐 -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황색 -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 황색(깜박임) - 디바이스를 재구축하는 중입니다.

14 SSD(Solid-State Drive) 활동

SSD가 Windows 운영 체제에 
의해 AHCI 모드에서 설치 및 제
어될 때만 활성화됩니다.

• 꺼짐 - 드라이브 트레이에 드라이브가 없습니다(액세스 없음, 결함 없음).

• 녹색 - 드라이브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 녹색(깜박임) -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중입니다.

15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16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 상태 
LED

이 LED는 모듈의 장애 또는 설치된 드라이브의 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LED 상태를 해석하는 방법은 표 3-3을 참고하십시오.

17 전원 공급 장치 상태 • 꺼짐 - AC 전원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 녹색(켜져 있음) - 전원 공급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시스템에 DC 
전원을 공급 중입니다.

• 녹색(깜박임) - AC 전원은 정상이며 DC 출력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절
전 모드).

• 황색(깜박임) - 이벤트 경고 임계값에 도달했지만 전원 공급 장치가 계속 작
동하고 있습니다.

• 황색(켜져 있음) - 중 한 결함 임계값에 도달하여 전원 공급 장치가 종료되
었습니다.

표 3-2 후면 패널 LED 상태 (계속)

LED 이름 상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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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LED와 버튼

내부 진단 LED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기본 섀시의 진단 LED, 3-7페이지

• 서버 노드의 진단 LED, 3-9페이지

기본 섀시의 진단 LED 

시스템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 기본 섀시 컴파트먼트 내부의 진단 LE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내부 LED의 위치는 그림 3-3을 참고하십시오. 

그림 3-3 기본 섀시의 내부 진단 LED 위치

표 3-3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 상태 LED

LED 상태 P3V3 P5V HDD 유무 HDD 상태

꺼짐 꺼짐 없음 없음 없음

황색 켜짐 켜짐 플러그인 없음 없음

황색 켜짐 장애 플러그인 없음 없음

녹색 켜짐 켜짐 플러그인 정상

황색 켜짐 켜짐 플러그인 장애

1 각 드라이브 캐리어의 드라이브 결함 3 각 팬 모듈의 팬 모듈 결함

2 각 드라이브 캐리어의 드라이브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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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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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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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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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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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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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내부 진단 LED 상태

LED 이름 상태

1 SAS/SATA 드라이브 결함 • 꺼짐 -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황색 -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 황색(깜박임) - 디바이스를 재구축하는 중입니다.

2 SAS/SATA 드라이브 활동 • 꺼짐 - 드라이브 트레이에 드라이브가 없습니다(액세스 없음, 결함 없음).

• 녹색 - 드라이브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 녹색(깜박임) -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중입니다.

3 팬 결함 LED • 꺼짐 - 구성 요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황색 - 구성 요소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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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노드의 진단 LED

서버 노드 보드의 가장자리에는 내부 진단 LED가 있습니다. AC 전원을 제거한 후 최  30분까지 
서버 노드를 섀시에서 제거한 상태로 이러한 LE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DIMM, 각 CPU, RAID 카드 및 각 SIOC(시스템 I/O 컨트롤러)에 한 결함 LED가 있습니다.

이러한 LED를 통해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를 파악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단계 서버 노드 커버 제거, 3-13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 노드를 종료하고 시스템에서 제거합니다.

보드 가장자리의 LED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 노드 커버를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2단계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제거하고 30분 이내에 서버 노드 장치 식별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결함 LED가 황색으로 켜지면 구성 요소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림 3-4 서버 노드 보드의 내부 진단 LED

1 서버 노드 장치 식별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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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준비
 

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준비
이 섹션에서는 구성 요소 설치를 준비하는 방법에 해 설명하며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필수 장비, 3-10페이지

•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

• 서버 노드 종료 및 전원 끄기, 3-11페이지

• 기본 섀시 상단 커버 열기, 3-12페이지

• 서버 노드 커버 제거, 3-13페이지

• 시스템 I/O 컨트롤러 커버 제거, 3-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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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번 십자드라이버(CPU 히트싱크 나사용)

• 1번 십자드라이버(SIOC 커버 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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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Cisco IMC(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인터페이스 또는 전면 패널의 시스템 전원 버튼
을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정상 종료 또는 강제 종료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원 버튼을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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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 서버 노드 하나 이상의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2단계로 진행합니다.

• 황색 - 두 서버 노드의 전원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3단계로 진행합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정상 종료 또는 강제 종료를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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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 종료 - 전원 버튼을 눌렀다가 놓습니다. 서버 노드의 운영 체제에서 서버 노드 둘 다의 정
상 종료를 수행합니다.

• 긴급 종료 -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두 서버 노드의 전원이 강제로 꺼집니다.

주의 시스템에서 모든 전원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모든 전원 공급 장치에서 모든 전원 코드를 분리해야 
합니다.

3단계 시스템의 모든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분리하여 AC 전원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시스
템 섀시의 전원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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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준비
서버 노드 종료 및 전원 끄기
Cisco IMC(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인터페이스 또는 서버 노드의 면에 있는 전원 버
튼을 사용하여 서버 노드의 정상 종료 또는 강제 종료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섀시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서버 노드 둘 다의 전원을 끌 수도 있습니다(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 참고).

서버 노드 전원 버튼을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단계 서버 노드 전원 상태 LED의 색상을 확인합니다(후면 패널 LED 및 버튼, 3-4페이지 참고). 

• 녹색 - 서버 노드의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2단계로 이동합니다.

• 황색 - 서버 노드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3단계로 이동합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정상 종료 또는 강제 종료를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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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 종료 - 전원 버튼을 눌렀다가 놓습니다. 서버 노드의 운영 체제에서 서버 노드의 정상 종
료를 수행합니다.

• 긴급 종료 -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서버 노드의 전원이 강제로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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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준비
 
기본 섀시 상단 커버 열기 

이 시스템의 기본 섀시에는 힌지 상단 커버 3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커버를 열면 내부 드라이브 컴
파트먼트와 팬 모듈 컴파트먼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도 참고하십시오.

• 서버 노드 커버 제거, 3-13페이지

• 시스템 I/O 컨트롤러 커버 제거, 3-15페이지

1단계 다음과 같이 좌측 또는 우측 내부 드라이브 컴파트먼트 커버를 열어 운영중 교체 가능한 내부 드
라이브에 액세스합니다.

a. 우측 또는 좌측 커버의 양쪽 래치에서 래치 릴리스 버튼을 섀시 외부 가장자리 쪽으로 당깁니
다. 그러면 스프링식 래치가 튀어나옵니다.

b. 두 래치가 모두 열린 상태로 힌지 커버를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흔들어 엽니다.

c. 커버를 고정하려면 아래쪽으로 눌러 평평하게 닫은 다음 두 래치가 모두 딸깍 소리가 나며 잠
길 때까지 평평하게 누릅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팬 컴파트먼트 커버를 열어 운영중 교체 가능한 팬 모듈에 액세스합니다.

a. 두 래치 버튼을 가운데 쪽으로 누릅니다.

b. 두 래치 버튼을 누른 상태로 힌지 커버를 가운데에서 후면 쪽으로 엽니다. 

c. 커버를 보호하려면 두 래치 버튼을 누른 상태로 커버를 평평하게 닫습니다. 래치 버튼을 놓습니다.

그림 3-5 기본 섀시 상단 커버 열기 

1 좌측 내부 드라이브 컴파트먼트의 래치 릴
리스 버튼

3 팬 컴파트먼트의 래치 릴리스 버튼

2 우측 내부 드라이브 컴파트먼트의 래치 릴
리스 버튼

3
5

3
4

4
8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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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준비
서버 노드 커버 제거
다음 항목도 참고하십시오.

• 기본 섀시 상단 커버 열기, 3-12페이지

• 시스템 I/O 컨트롤러 커버 제거, 3-15페이지

참고 시스템 후면에서 서버 노드를 제거하기 위해 시스템을 밀어 랙에서 빼낼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전체 시스템을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4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제거합니다.

a. 이젝터 레버 2개를 잡고 래치를 쥐어 레버를 분리합니다(그림 3-15 참고).

b. 두 레버를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려 서버 노드를 미드플레인 커넥터에서 일정한 힘으로 분리
합니다.

c.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똑바로 당겨냅니다. 

5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 노드에서 커버를 제거합니다.

a. 래치 핸들을 똑바로 들어 올립니다(그림 3-6 참고).

b. 해치 핸들을 90도 돌려 잠금을 해제합니다.

c. 커버를 후면의 후면 패널 버튼 쪽으로 민 다음 서버 노드에서 들어 올립니다.

6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 노드 커버를 교체합니다. 

a. 서버 노드의 제 위치(후면 쪽으로 약 2.5cm 떨어진 곳)에 커버를 놓습니다. 커버 내부의 페그
를 서버 노드 기판의 트랙에 맞춰야 합니다.

b. 커버가 멈출 때까지 눌러서 넣습니다.

c. 해치 핸들을 90도 돌려 잠금부를 닫습니다.

d. 래치 핸들을 평평하게 접습니다.

7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 노드를 설치합니다.

a. 두 이젝터 레버를 연 상태로 새 서버 노드를 빈 베이에 맞춥니다.

b. 서버 노드가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장착되고 섀시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c. 두 이젝터 레버가 평평하게 놓이고 래치가 서버 노드 후면에 잠기도록 가운데 쪽으로 돌립니다.

8단계 전원 코드를 교체한 다음 전면 핸들의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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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준비
그림 3-6 서버 노드 커버 제거

1 서버 노드 커버 2 래치 핸들(평평하게 놓여 닫힌 위치가 표시
되어 있음)

3
5

3
4

4
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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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준비
시스템 I/O 컨트롤러 커버 제거
다음 항목도 참고하십시오.

• 기본 섀시 상단 커버 열기, 3-12페이지

• 서버 노드 커버 제거, 3-13페이지

참고 시스템 후면에서 SIOC를 제거하기 위해 시스템을 밀어 랙에서 빼낼 필요는 없습니다.

1단계 교체하려는 SIOC와 쌍으로 연결된 서버 노드의 전원을 끕니다. SIOC 1은 서버 노드 1과, SIOC 
2는 서버 노드 2와 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SIOC를 제거합니다.

a. SIOC의 고정 나비형 나사 하나를 푼 다음 두 힌지 레버를 열어 백플레인 커넥터에서 SIOC를 
일정하게 분리합니다.

b. 시스템에서 SIOC를 당겨 빼낸 다음 정전기 방지 작업면에 놓아 둡니다.

3단계 다음과 같이 SIOC 커버를 제거합니다. 

a. 1번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커버를 고정하는 나사 4개를 제거합니다. 그림 3-7을 참고하십시오.

b. 커버를 SIOC에서 똑바로 들어 올립니다.

4단계 다음과 같이 SIOC 커버를 교체합니다.

a. 커버를 다시 제 위치에 놓습니다. 

b. 커버를 고정하는 나사 4개를 교체합니다.

5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 SIOC를 교체 설치합니다. 

a. SIOC가 내부 미드플레인에 걸려 멈출 때까지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b. SIOC의 두 레버를 닫아 SIOC 커넥터를 미드플레인에 완전히 장착합니다.

c. SIOC 레버의 나비형 나사를 조입니다.

6단계 전원 케이블을 교체한 다음 전면 핸들의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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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SIOC 커버 제거

1 SIOC 커버 2 커버 나사 4개(SIOC 양측에 2개씩)

30
50
42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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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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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모
든 카드, 페이스플레이트, 전면 커버와 후면 커버가 제 위치에 있을 때 시스템을 작동하십시오. 
명령문 1029

주의 시스템 구성 요소를 다룰 때는 정전기로 인한 부상 방지를 위해 ESD 스트랩을 착용하십시오.

주의 이 시스템은 모든 구성 요소가 장착된 풀 로드 상태에서 최  86kg(190파운드)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들어 올릴 때에는 2명 이상이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시스템을 들어 올
리려는 경우 부상을 입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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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드 드라이브 또는 SSD(Solid-State Drive) 교체, 3-18페이지

– 내부 드라이브 컴파트먼트의 하드 드라이브 교체, 3-18페이지

– 선택적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의 하드 드라이브 교체, 3-22페이지

– 후면 패널 SSD(Solid-State Drive) 베이의 SSD(Solid-State Drive) 교체, 3-23페이지

• 팬 모듈 교체, 3-27페이지

• 서버 노드 교체, 3-28페이지

•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 교체, 3-32페이지

• 시스템 I/O 컨트롤러 교체, 3-33페이지

• 전원 공급 장치 교체, 3-35페이지

• 서버 노드 내의 DIMM 교체, 3-36페이지

• 서버 노드 내의 CPU 및 히트싱크 교체, 3-40페이지

• 서버 노드 내의 RAID 컨트롤러 카드 교체, 3-46페이지

• 서버 노드 내의 RTC 배터리 교체, 3-48페이지

• 서버 노드 내의 내부 USB 드라이브 교체, 3-50페이지

• 서버 노드 내에 Trusted Platform Module 설치, 3-51페이지

• SIOC 내의 RTC 배터리 교체, 3-55페이지

• 서버 노드 보드의 서비스 헤더, 3-57페이지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위치, 1-3페이지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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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드라이브 또는 SSD(Solid-State Drive) 교체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내부 드라이브 컴파트먼트의 하드 드라이브 교체, 3-18페이지

• 선택적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의 하드 드라이브 교체, 3-22페이지

• 후면 패널 SSD(Solid-State Drive) 베이의 SSD(Solid-State Drive) 교체, 3-23페이지

내부 드라이브 컴파트먼트의 하드 드라이브 교체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내부 드라이브 설치 지침, 3-18페이지

• 결함이 발생한 내부 드라이브 확인, 3-19페이지

• 내부 드라이브 교체, 3-21페이지

내부 드라이브 설치 지침

이 시스템의 기본 섀시에는 내부 드라이브 베이 56개가 있습니다. 그림 3-8에는 내부 드라이브 베
이 번호 지정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부 드라이브를 설치할 때는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가장 번호가 작은 베이부터 번호가 큰 베이 순서 로 드라이브 베이에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 그림 3-8에 나와 있는 색상이 지정된 4개 상자는 드라이브 베이에 전원이 분산되는 4개 전원 
그룹을 나타냅니다. 전원 레일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그룹을 참조하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은 주문 시 디스크 멀티팩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멀티팩의 지원되는 
컨피그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하드웨어 주문 및 컨피그레이션 정보는 Cisco UCS C3160 랙 
서버 사양 시트를 참고하십시오.

– UCSC-C3X60-14HD4, UCSC-C3X60-28HD4 및 UCSC-C3X60-42HD4 멀티팩은 
UCSC-C3X60-SSD4 멀티팩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 UCSC-C3X60-56HD4 멀티팩은 다른 멀티팩과 함께 선택할 수 없습니다.

– UCSC-C3X60-14HD6, UCSC-C3X60-28HD6 및 UCSC-C3X60-42HD6 멀티팩은 
UCSC-C3X60-SSD6 멀티팩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 UCSC-C3X60-56HD6 멀티팩은 다른 멀티팩과 함께 선택할 수 없습니다.

– 4TB SAS-2 6Gbps 512n 멀티팩을 6TB SAS-3 12Gbps 4Kn 멀티팩과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6TB 드라이브에는 4096바이트 섹터가 있습니다. VMware ESXi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6GB 드라이브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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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내부 드라이브 베이 번호 지정 방식 

결함이 발생한 내부 드라이브 확인

이 시스템의 우측 전면 핸들에는 내부 드라이브 결함 LED가 있습니다(그림 3-1 참고). 이 LED를 
사용하여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위치를 나타냅니다. 

1단계 우측 전면 핸들의 내부 드라이브 결함 LED를 관찰합니다.

• LED의 열 2개는 내부 드라이브 컴파트먼트의 각 부분에 해당합니다(우측 또는 좌측 상단 커
버 아래에 있음). 

• LED에서 번호가 지정된 4개 행은 드라이브 베이의 4개 수평 행(각 행에는 14개 드라이브 베
이가 있음)에 해당합니다. 

예는 그림 3-9를 참고하십시오. 이 예에서 황색 LED는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가 내부 드라이브 
컴파트먼트의 우측, 3번째 행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2단계 우측 또는 좌측 커버를 열고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결함 LED를 확인합니다.

결함 LED가 황색으로 켜져 있으면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3
5

3
4

5
1

HDD01

HDD02

HDD03

HDD04

HDD05

HDD06

HDD07

HDD08

HDD09

HDD10

HDD11

HDD12

HDD13

HDD14

HDD15

HDD16

HDD17

HDD18

HDD19

HDD20

HDD21

HDD22

HDD23

HDD24

HDD25

HDD26

HDD27

HDD28

HDD29

HDD30

HDD31

HDD32

HDD33

HDD34

HDD35

HDD36

HDD37

HDD38

HDD39

HDD40

HDD41

HDD42

HDD43

HDD44

HDD45

HDD46

HDD47

HDD48

HDD49

HDD50

HDD51

HDD52

HDD53

HDD54

HDD55

HDD56

FAN
1,2

FAN
3,4

FAN
5,6

FAN
7,8
3-19
Cisco UCS C3260 랙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3장      시스템 유지 관리
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그림 3-9 내부 드라이브 상태 LED 예제 
 

1 시스템의 우측 전면 핸들에 있는 내부 드라이브 결함 
LED, 결함 있는 드라이브가 우측 3번째 행에 있음을 
나타냄

3 시스템 전면

2 드라이브 캐리어의 결함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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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드라이브 교체

참고 SAS/SATA 드라이브는 운영중 교체 가능하므로 시스템에서 전원을 제거하지 않고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상단 커버를 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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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 드라이브 확인, 3-22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장애가 발생하
는 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3단계 내부 드라이브 컴파트먼트 커버를 엽니다. 

4단계 다음과 같이 결함 드라이브를 제거합니다.

a. 드라이브 캐리어의 릴리스 버튼을 누릅니다. 드라이브 레버가 튀어나옵니다.

b. 드라이브 레버를 완전히 열린 위치(90도)로 올린 다음 드라이브를 베이에서 똑바로 들어 올립니다.

예비품 드라이브가 캐리어에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캐리어에서 이전 드라이브를 제거할 필
요는 없습니다.

5단계 다음과 같이 새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참고 내부 드라이브 설치 지침, 3-18페이지의 드라이브 설치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a. 빈 베이에 새 드라이브를 맞춥니다. 커넥터가 보드의 커넥터에 맞춰지도록 드라이브 방향을 
조정합니다.

b. 드라이브가 보드 커넥터에 닿고 드라이브 레버가 닫히기 시작할 때까지 드라이브를 내립니다.

c. 딸깍 소리가 나면서 잠길 때까지 드라이브 레버를 누릅니다. 

6단계 섀시 커버를 닫고 시스템을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그림 3-10 내부 드라이브 캐리어 기능

1 드라이브 레버 3 드라이브 결함 LED

2 릴리스 버튼 4 드라이브 활동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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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의 하드 드라이브 교체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 설치 지침, 3-22페이지

•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 드라이브 확인, 3-22페이지

•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 드라이브 교체, 3-22페이지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 설치 지침

선택적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은 3.5인치 드라이브를 4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번호 지정 방식은 그림 3-11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를 설치할 때는 다음 지침을 따르
십시오.

• 가장 번호가 작은 베이부터 번호가 큰 베이 순서 로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그림 3-11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 및 SSD(Solid-State Drive) 번호 지정 방식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 드라이브 확인

각 드라이브 캐리어에는 결함 LED가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가 있으면 이 LED가 황색
으로 켜져 있습니다.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 드라이브 교체

참고 SAS/SATA 드라이브는 운영중 교체 가능하므로 시스템에서 전원을 제거하지 않고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 드라이브 확인, 3-22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장애가 발생하
는 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결함이 있는 드라이브를 제거합니다.

a. 드라이브 캐리어의 릴리스 버튼을 누릅니다. 드라이브 레버가 튀어나옵니다.

b. 드라이브 레버를 완전히 열린 위치로 올린 다음 드라이브를 베이에서 똑바로 들어 올립니다.

예비품 드라이브가 캐리어에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캐리어에서 이전 드라이브를 제거할 필
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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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다음과 같이 새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참고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 설치 지침, 3-22페이지의 드라이브 설치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a. 새 드라이브를 빈 베이에 맞춘 다음 드라이브가 보드 커넥터에 닿고 드라이브 레버가 닫히기 시작
할 때까지 드라이브를 내립니다.

b. 딸깍 소리가 나면서 잠길 때까지 드라이브 레버를 누릅니다. 

그림 3-12 드라이브 익스펜더 모듈 드라이브 캐리어 기능

후면 패널 SSD(Solid-State Drive) 베이의 SSD(Solid-State Drive) 교체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SSD(Solid-State Drive) 설치 지침, 3-24페이지

• SSD(Solid-State Drive) 교체, 3-24페이지

• SSD에 해 BIOS에서 SATA 모드 선택, 3-26페이지

• LSI 임베디드 MegaRAID Configuration Utility 시작, 3-26페이지

참고 각 SSD 쌍(위쪽 2개 베이 또는 아래쪽 2개 베이)은 서버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RAID 컨트롤러로 관리
하거나, Windows 또는 Linux 운영 체제를 통해 AHCI(고급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모드로 관리
하는 경우 RAID 1 컨피그레이션에서 미러링할 수 있습니다. SSD에 해 BIOS에서 SATA 모드 선택, 
3-26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각 서버 노드/SSD 쌍에 해 BIOS에서 SATA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드라이브 레버 3 드라이브 결함 LED 

2 릴리스 버튼 4 드라이브 활동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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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Solid-State Drive) 설치 지침

후면 패널에는 SSD(Solid-State Drive)용 베이 4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번호 지정 방식은 그
림 3-11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를 설치할 때는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서버 1 SSD1 및 SSD2는 서버 노드 1의 Windows 또는 Linux 운영 체제를 통해 임베디드 
SATA RAID 모드 또는 AHCI(고급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모드에서 관리됩니다. 서버 
노드 1은 미러된 RAID 컨피그레이션에서 서버 1 SSD1+SSD2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서버 2 SSD1 및 SSD2를 사용하려면 서버 노드 2가 있어야 합니다. 서버 2 SSD1 및 SSD2는 
서버 노드 2의 Windows 또는 Linux 운영 체제를 통해 임베디드 SATA RAID 모드 또는 AHCI 
모드에서 관리됩니다. 서버 노드 2는 미러된 RAID 컨피그레이션에서 서버 2 SSD1+SSD2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번호가 작은 베이부터 번호가 큰 베이 순서 로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 아래쪽 2개 SSD가 없으면 적절한 공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쪽 2개 SSD 베이의 빈 패
널은 비워 둡니다(그림 3-13 참고).

결함이 있는 SSD(Solid-State Drive) 확인 

각 SSD 베이에는 결함 LED가 있으며 황색 불이 계속 들어오면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나
타냅니다(후면 패널 LED 및 버튼, 3-4페이지 참고).

참고 현재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 드라이브를 제어할 때만 SSD LED가 활성화됩니다.

SSD(Solid-State Drive) 교체

참고 SSD(Solid-State Drive)는 운영중 교체 가능하므로 시스템에서 전원을 제거하지 않고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다음과 같이 결함이 있는 SSD(Solid-State Drive)를 제거합니다.

a. 릴리스 래치를 잡고 가운데 쪽으로 쥡니다.

b. 베이에서 SSD(Solid-State Drive)를 똑바로 잡아 당겨 빼냅니다.

2단계 새 SSD(Solid-State Drive)를 설치합니다.

참고 SSD(Solid-State Drive) 설치 지침, 3-24페이지의 드라이브 설치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a. 새 드라이브를 레이블이 위쪽을 향하도록 빈 베이에 맞춘 다음 보드 커넥터에 닿을 때까지 드
라이브를 누릅니다.

b. 릴리스 래치를 잡고 가운데 쪽으로 쥔 상태로 드라이브를 베이에 완전히 밀어 넣은 다음 릴리
스 래치를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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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SSD(Solid-State Drive) 베이 기능 

3단계 SSD에 해 BIOS에서 SATA 모드 선택, 3-26페이지를 계속 진행합니다.

1 SSD 릴리스 래치 3 각 베이의 SSD(Solid-State Drive) 활동 LED

2 각 베이의 SSD(Solid-State Drive) 결함 LED 4 아래쪽 베이 위의 빈 패널(사용하지 않는 
상태)

3
0

5
0

4
3

2
3

1

4

1: SSD 1

1: SSD 2

2: SSD 1

2: SS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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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에 대해 BIOS에서 SATA 모드 선택

SSD 제어를 위한 기본 SATA 모드는 AHCI 모드입니다. AHCI 모드에서 SSD 쌍을 제어하려는 경
우에는 추가 단계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각 서버 노드/SSD 쌍에 해 SATA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서버 1 SSD1 및 SSD2를 관리하
려면 서버 노드 1에서 SATA 모드를 활성화해야 하며 서버 2 SSD1 및 SSD2를 관리하려면 서버 
노드 2에서 SATA 모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1단계 구성하려는 SSD를 제어하는 서버 노드를 부팅하고 해당 서버 노드에 해 BIOS Setup Utility를 
시작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2 키를 누릅니다. 

서버 노드 1은 위쪽 2개 베이를 제어하고 서버 노드 2는 아래쪽 베이 2개를 제어합니다.

2단계 유틸리티에서 Advanced(고급) 탭을 선택한 다음 SATA Configuration(SATA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3단계 SATA Mode(SATA 모드)를 원하는 로 설정합니다.

• Disabled(비활성화됨) - 임베디드 RAID 컨트롤러가 비활성화됩니다.

• AHCI Mode(AHCI 모드) - 고급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가 설정됩니다(기본값). 운영 체
제의 스토리지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SSD 쌍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RAID Mode(RAID 모드) - 서버의 임베디드 SATA RAID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SD 쌍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RAID 컨트롤러용 UEFI 인터페이스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SSD 쌍을 구성하려면 독
립형 유틸리티를 사용해야 합니다. LSI 임베디드 MegaRAID Configuration Utility 시작, 
3-2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4단계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유틸리티를 종료합니다.

LSI 임베디드 MegaRAID Configuration Utility 시작

1단계 서버를 재부팅할 때 Ctrl+M을 누르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Ctrl+M을 눌러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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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모듈 교체 
각 팬 모듈에는 2개의 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팬 번호 지정 방식은 그림 3-14를 참고하십시오. 

팬 모듈은 운영중 교체가 가능하므로 팬 모듈을 교체하기 위해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전원을 끌 필
요는 없습니다. 팬 모듈을 제거한 상태로 시스템을 1분 넘게 작동하지 마십시오.

정보 각 팬 모듈에는 결함 LED가 있습니다. 팬 모듈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 LED가 황색으로 켜집니다.

1단계 팬 컴파트먼트 커버를 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랙 전면으로 충분히 밀어서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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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기본 섀시 상단 커버 열기, 3-12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팬 컴파트먼트 커버를 엽니다.

3단계 다음과 같이 팬 모듈을 제거합니다.

a. 팬 상단의 래치 2개를 잡고 가운데 쪽으로 쥡니다.

b. 베이에서 팬 모듈을 똑바로 들어 올립니다.

4단계 다음과 같이 새 팬 모듈을 설치합니다.

참고 공기 흐름 방향을 나타내는 팬 모듈의 화살표가 시스템 후면을 가리켜야 합니다.

a. 팬 모듈 하단의 커넥터가 섀시 바닥의 소켓에 맞춰지도록 팬 모듈을 베이에 맞춥니다.

b. 팬 모듈이 소켓에 닿을 때까지 내린 다음 래치가 잠기도록 아래쪽으로 꽉 누릅니다.

5단계 팬 컴파트먼트 커버를 닫고 시스템을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그림 3-14 팬 모듈(상면도) 

1 팬 모듈 결함 LED 3 시스템 후면 쪽을 가리키는 공기 흐름 방향 화살표

2 팬 모듈 릴리스 래치

35
34

57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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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노드 교체
이 시스템은 서버 노드 1개 또는 2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서버 노드가 하나뿐인 경우
에는 베이 1(상단 베이, 그림 1-2 참고)에 서버 노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 3-15 서버 노드 외부 기능 

서버 노드 혼합 사용 규칙

이 시스템은 미리 구성된 여러 서버 노드와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버 노드의 경우 같은 
시스템에서 다른 서버 노드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문 가능한 서버 노드 PID를 지정하
는 다음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 UCSC-C3X60-SVRN1은 다른 서버 노드와 혼합 사용하지 마십시오.

• 아래 2번에 나와 있는 서버 노드를 3번의 서버 노드와 혼합 사용하지 마십시오.

• 아래 2번에 나와 있는 서버 노드는 혼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래 3번에 나와 있는 서버 노드는 혼합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UCSC-C3X60-SVRN1

2. UCSC-C3X60-SVRN2, UCSC-C3X60-SVRN3, UCSC-C3X60-SVRN4, UCSC-C3X60-SVRN5

3. UCSC-C3X60-SVRN6, UCSC-C3X60-SVRN7

1 KVM 케이블 커넥터 4 장치 식별 버튼/LED

2 재설정 버튼(이 노드의 컨트롤러 칩셋을 재
설정함)

5 서버 노드 상태 LED(서버 노드 보드의 메
시 뒤에 있음)

3 서버 노드 전원 버튼/LED 6 이젝터 레버(2개)

3
5

3
4

5
8

1

3

2 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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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노드 교체

서버 노드는 시스템 후면에서 액세스하므로 랙에서 시스템을 빼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새 노드에서 동일한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려면 서버 노드를 교체하기 전에 노드에서 Cisco IMC 컨
피그레이션을 내보내기한 다음 저장하십시오. 새 교체 노드를 설치한 후 저장된 컨피그레이션을 해
당 노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버 노드로 Cisco IMC 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3-31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1단계 (선택 사항) 교체 서버 노드로 가져올 수 있도록 교체하려는 서버 노드에서 Cisco IMC 컨피그레
이션을 내보내기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서버 노드에서 Cisco IMC 컨피그레이션 내보내
기, 3-30페이지의 절차를 진행한 후 다음 단계로 돌아옵니다.

2단계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전체 시스템을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3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제거합니다.

a. 이젝터 레버 2개를 잡고 래치를 쥐어 레버를 분리합니다(그림 3-15 참고).

b. 두 레버를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려 서버 노드를 미드플레인 커넥터에서 일정한 힘으로 분리
합니다.

c.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똑바로 당겨냅니다. 

4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 노드를 설치합니다.

a. 두 이젝터 레버를 연 상태로 새 서버 노드를 빈 베이에 맞춥니다.

참고 서버 노드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그림 1-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버 베이 1(상단 베이)에 설
치해야 합니다.

b. 서버 노드가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장착되고 섀시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c. 두 이젝터 레버가 평평하게 놓이고 래치가 서버 노드 후면에 잠기도록 가운데 쪽으로 돌립니다.

5단계 전원 코드를 교체한 다음 전면 핸들의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6단계 새 서버 노드에서 초기 설정을 수행하여 IP 주소 및 기타 기본 네트워크 설정을 할당합니다. 초기 
시스템 설정, 2-9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7단계 (선택 사항) 1단계에서 저장한 Cisco IMC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서
버 노드로 Cisco IMC 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3-31페이지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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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노드에서 Cisco IMC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

Cisco IMC의 GUI 또는 CL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예
에서는 CLI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의 CLI 및 GUI 가이드에서 
Cisco IMC 컨피그레이션 내보내기를 참고하십시오.

1단계 교체하려는 서버 노드의 IP 주소 및 CLI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단계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erver# scope cimc
Server /cimc# scope import-export

Server /cimc/import-export# export-config <프로토콜> <IP 주소> <경로 및 파일 이름>

3단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구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내보내기하는 파일에 해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구가 설정됩니다. 비밀번호 
구를 원하는 로 입력하고 나면 내보내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내보내기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show detail 명령을 사용합니다. 작업을 
중단하려면 Ctrl+C를 누릅니다.

아래에는 내보내기 작업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TF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ucs/backups/cimc5.xml 파일의 컨피그레이션을 IP 주소 192.0.2.34로 내보내기합니다.

Server# scope cimc
Server /cimc # scope import-export
Server /cimc/import-export # export-config tftp 192.0.2.34 /ucs/backups/cimc5.xml
Username:xxxx
Password:****
Passphrase:***
Export config started. Please check the status using "show detail".
Server /cimc/import-export # show detail
Import Export:
Operation: EXPORT
Status: COMPLETED
Error Code: 100 (No Error)
Diagnostic Messag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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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노드로 Cisco IMC 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

Cisco IMC의 GUI 또는 CL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예
에서는 CLI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의 CLI 및 GUI 가이드에서 
Cisco IMC 컨피그레이션 가져오기를 참고하십시오.

1단계 새 서버 노드의 CLI 인터페이스에 해 SSH를 실행합니다.

2단계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erver# scope cimc
Server /cimc# scope import-export

Server /cimc/import-export# import-config <프로토콜> <IP 주소> <경로 및 파일 이름>

3단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구를 입력합니다.

내보내기 작업 중에 사용한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구를 입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구를 입력하고 나면 가져오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래에는 가져오기 작업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TF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ucs/backups/cimc5.xml 파일의 컨피그레이션을 IP 주소 192.0.2.34에서 서버 노드로 가져옵니다.

Server# scope cimc
Server /cimc # scope import-export
Server /cimc/import-export # import-config tftp 192.0.2.34 /ucs/backups/cimc5.xml
Username:xxxx
Password:****
Passphrase:***
Export config started. Please check the status using "show detail".
Server /cimc/import-export # show detail
Import Export:
Operation: Import
Status: COMPLETED
Error Code: 100 (No Error)
Diagnostic Messag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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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 교체
이 시스템은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선택 사항) 1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보 이 모듈에는 모듈의 문제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결함 LED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림 3-16 참고).

그림 3-16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 외부 기능 

참고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은 운영중 교체 가능하므로 시스템 전원을 끄지 않고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은 시스템 후면에서 액세스하므로 랙에서 시스템을 빼내지 않아도 됩니다. 

1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을 제거합니다. 

a. 모듈 이젝터 레버 2개를 잡고 래치를 쥐어 레버를 분리합니다(그림 3-16 참고).

b. 두 레버를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려 모듈을 미드플레인 커넥터에서 일정한 힘으로 분리합니다.

c. 시스템에서 모듈을 똑바로 당겨냅니다.

2단계 이전 모듈에서 드라이브를 제거한 다음 새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로 옮깁니다. 각 드라이브는 이
전 모듈에서와 같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3단계 다음과 같이 새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을 설치합니다.

a. 두 이젝터 레버를 연 상태로 새 모듈을 빈 베이에 맞춥니다.

b. 모듈이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장착되도록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c. 두 이젝터 레버가 평평하게 놓이고 래치가 모듈 후면에 잠기도록 가운데 쪽으로 돌립니다.

1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 결함 LED 2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 이젝터 레버(2개) 

3
5

3
4

5
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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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I/O 컨트롤러 교체 
이 시스템은 SIOC(시스템 I/O 컨트롤러)를 2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서버 노드와 SIOC
가 각각 하나뿐인 경우에는 SIOC 슬롯 1(좌측 슬롯, 그림 1-2 참고)에 SIOC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리 아키텍처 및 각 SIOC에 있는 CMC(섀시 관리 컨트롤러)에 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아키텍
처, 1-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교체 절차는 시스템의 SIOC가 1개인지 아니면 2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일 SIOC 시스템에서 SIOC 교체, 3-33페이지

• 듀얼 SIOC 시스템에서 SIOC 교체, 3-34페이지

참고 Cisco C3260 SIOC를 섀시 간에 이동할 때는 SIOC의 CMC 컨피그레이션이 외래 항목으로 간주
되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CMC는 액티브 CMC 컨피그레이션과 동기화됩니다.

참고 Cisco C3160 시스템의 SIOC를 Cisco C3260 시스템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 3-17 SIOC 기계적 기능 

단일 SIOC 시스템에서 SIOC 교체

시스템 후면에서 SIOC를 제거하기 위해 시스템을 밀어 랙에서 빼낼 필요는 없습니다. 섀시 전원
을 끄지 않고도 SIOC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SIOC 1에서 CMC 컨피그레이션을 내보내기합니다.

2단계 SIOC 1에서 어댑터 컨피그레이션을 내보내기합니다.

3단계 서버 노드 1의 전원을 끕니다. 서버 노드 종료 및 전원 끄기, 3-1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4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SIOC를 제거합니다. 

a. SIOC의 고정 나비형 나사 하나를 푼 다음 두 힌지 이젝터 레버를 열어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서 SIOC를 일정한 힘으로 분리합니다.

b. 시스템에서 SIOC를 당겨 빼냅니다.

1 레버 나비형 나사 2 이젝터 레버

30
50
44

12 2
3-33
Cisco UCS C3260 랙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3장      시스템 유지 관리
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5단계 다음과 같이 새 SIOC를 설치합니다. 

참고 SIOC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SIOC 베이 1에 설치해야 합니다(그림 1-2 참고).

a. SIOC가 내부 백플레인에 걸려 멈출 때까지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b. SIOC의 두 이젝터 레버를 닫아 SIOC 커넥터를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완전히 장착합니다.

c. SIOC 이젝터 레버의 나비형 나사를 조입니다.

6단계 새 SIOC의 CMC 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7단계 앞 단계에서 내보내기했던 CMC 컨피그레이션을 새 SIOC의 CMC로 가져옵니다.

8단계 앞 단계에서 내보내기했던 어댑터 컨피그레이션을 새 SIOC의 CMC로 가져옵니다.

9단계 서버 노드 1의 전원을 켭니다.

참고 SIOC의 업링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관리하는 Cisco 카드 NIC 모드를 사용
하는 경우 업링크의 포트 속도를 네트워크 설치와 일치하도록 4x10Gbps(40Gbps)로 구성
해야 할 수 있습니다. SIOC SFP+ 포트 속도 설정, 3-3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듀얼 SIOC 시스템에서 SIOC 교체

시스템 후면에서 SIOC를 제거하기 위해 시스템을 밀어 랙에서 빼낼 필요는 없습니다. 섀시 전원
을 끄지 않고도 SIOC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교체할 SIOC의 CMC가 기 CMC가 아닌 경우 기 CMC로 설정합니다.

2단계 SIOC 1에서 어댑터 컨피그레이션을 내보내기합니다.

3단계 교체하려는 SIOC와 쌍으로 연결된 서버 노드의 전원을 끕니다. SIOC 1은 서버 노드 1과, SIOC 
2는 서버 노드 2와 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버 노드 종료 및 전원 끄기, 3-11페이지를 참고하
십시오.

4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SIOC를 제거합니다. 

a. SIOC의 고정 나비형 나사 하나를 푼 다음 두 힌지 이젝터 레버를 열어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서 SIOC를 일정한 힘으로 분리합니다.

b. 시스템에서 SIOC를 당겨 빼냅니다.

5단계 다음과 같이 새 SIOC를 설치합니다. 

참고 SIOC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SIOC 베이 1에 설치해야 합니다(그림 1-2 참고).

a. SIOC가 내부 백플레인에 걸려 멈출 때까지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b. SIOC의 두 이젝터 레버를 닫아 SIOC 커넥터를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완전히 장착합니다.

c. SIOC 이젝터 레버의 나비형 나사를 조입니다.

6단계 새 SIOC의 CMC 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7단계 앞 단계에서 내보내기했던 어댑터 컨피그레이션을 새 SIOC의 CMC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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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앞 단계에서 전원을 껐던 서버 노드의 전원을 켭니다.

액티브 CMC의 컨피그레이션이 방금 설치한 SIOC의 기 CMC와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참고 SIOC의 업링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관리하는 Cisco 카드 NIC 모드를 사용
하는 경우 업링크의 포트 속도를 네트워크 설치와 일치하도록 4x10Gbps(40Gbps)로 구성
해야 할 수 있습니다. SIOC SFP+ 포트 속도 설정, 3-3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SIOC SFP+ 포트 속도 설정

1단계 (선택 사항) 다음과 같이 SIOC SFP+ 포트의 포트 속도를 설정합니다.

a. 키보드와 콘솔을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원격으로 로그인한 다음 가상 KVM 윈도우를 확인합니다.

b. 시스템을 재부팅한 다음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시작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8 키를 누릅니다.

c. 첫 번째 유틸리티 화면이 표시된 후 F1 키를 두 번 눌러 세 번째 유틸리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 어댑터 포트 속도에 한 설정이 있습니다.

d. 원하는 포트 속도를 설정합니다. "Adapter-1(어댑터-1)"이 SIOC 1이고 "Adapter-2(어댑터-2)"
가 SIOC 2입니다(있는 경우).

e.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유틸리티를 종료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이 시스템에는 전원 공급 장치 2개 또는 4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4개 설치하
면 2+2로 이중화됩니다. 전원 사양, A-2페이지도 참고하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하거나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참고 이중화된 전원 공급 장치(전원 공급 장치 4개)가 포함된 시스템을 주문한 경우에는 전원 공급 장
치가 2+2로 이중화되어 있으므로 전원 공급 장치(최  2개)를 교체하기 위해 시스템 전원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

1단계 다음과 같이 교체하려는 전원 공급 장치를 꺼내거나 빈 베이에서 빈 패널을 꺼냅니다(그림 3-18 
참고).

a.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시스템에 전원 공급 장치가 2개뿐인 경우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섹션,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시스템을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 시스템에 전원 공급 장치가 4개인 경우에는 시스템의 전원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

b. 교체하려는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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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분리 레버를 핸들 쪽으로 쥐는 한편 전원 공급 장치 핸들을 잡습니다.

d. 전원 공급 장치를 베이에서 당겨 빼냅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새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합니다. 

a. 전원 공급 장치 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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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전원을 끈 경우 시스템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시스템을 주 전원 모드로 다시 설
정합니다. 

그림 3-18 전원 공급 장치 제거 및 교체 

서버 노드 내의 DIMM 교체 
서버 노드 내에는 16개 DIMM 소켓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DIMM 성능 지침 및 설치 규칙, 3-37페이지 

• DIMM 교체 절차, 3-3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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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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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원 공급 장치 릴리스 레버 2 전원 공급 장치 핸들

3
0

5
0

4
8

HDD 57 HDD 58 HDD 59 HDD 60

PSU 1 PSU 2 PSU 3 PSU 4
Server 1: SSD 1
Server 1: SSD 2
Server 2: SSD 1
Server 2: SSD 2

SIOC 1

Server 1

SIOC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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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적의 시스템 성능을 유지하려면 메모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메모리 성능 지침 및 설치 
규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DIMM 성능 지침 및 설치 규칙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DIMM 소켓, 3-37페이지

• DIMM 설치 규칙, 3-38페이지

• 메모리 미러링 모드, 3-38페이지

• 잠금 단계 채널 모드, 3-38페이지

DIMM 소켓

그림 3-19에는 DIMM 소켓 및 서버 노드 보드에서 소켓의 번호가 지정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 서버 노드에는 DDR3 DIMM 소켓 16개(각 CPU당 8개씩)가 있습니다.

• 채널에는 그림 3-19에 나와 있는 문자로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널 A = DIMM 소켓 A1, A2입니다.

• 각 채널에는 DIMM 소켓 2개가 있습니다. 채널의 파란색 소켓이 항상 소켓 1입니다. 

그림 3-19 서버 노드 보드의 DIMM 소켓 및 CPU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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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M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두 CPU 및 모든 채널에 DIMM을 균일하게 분산하십시오.

• 각 CPU의 DIMM 소켓에 동일하게 DIMM을 설치하십시오. 파란색 DIMM 1 소켓에 먼저 DIMM
을 설치한 다음 검은색 DIMM 2 슬롯에 DIMM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DIMM 슬롯에 DIMM을 설치합니다.

1. A1, E1, B1, F1, C1, G1, D1, H1

2. A2, E2, B2, F2, C2, G2, D2, H2

• 표 3-5에 나와 있는 DIMM 혼합 사용 규칙을 따르십시오.

메모리 미러링 모드

메모리 미러링 모드를 활성화하면 메모리 하위 시스템이 동일한 데이터를 두 채널에 동시에 씁니
다. 채널 중 하나의 메모리 읽기에서 수정할 수 없는 메모리 오류로 인해 잘못된 데이터를 반환하
는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다른 채널에서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특정 채널의 일시적(소프트) 오
류는 미러된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작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메모리 미러링 시에는 DIMM을 설치하는 두 채널 중 하나에서만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운영 체제
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의 양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잠금 단계 채널 모드

잠금 단계 채널 모드를 활성화하면 각 메모리에 액세스할 때 4개 채널을 사용하는 128비트 데이
터 액세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잠금 단계 채널 모드를 사용하려면 CPU의 모든 4개 메모리 채널에 크기와 구성이 동일한 DIMM
을 설치해야 합니다. 채널 내의 DIMM 소켓 설치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4개 채널의 동일 
DIMM 슬롯 위치에는 같은 DIMM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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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DIMM 혼합 사용 규칙

DIMM 매개변수 같은 채널의 DIMM 같은 뱅크의 DIMM

DIMM 용량:

RDIMM = 8GB 또는 16GB

A1, A2 등의 같은 채널에서 용량이 서로 
다른 DIMM을 혼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뱅크에서 용량이 서로 다른 
DIMM을 혼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DIMM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A1, B1, C1, D1 등의 같은 뱅크 내 
DIMM의 용량이 같아야 합니다.

DIMM 속도:

1600MHz 또는 1866MHz

여러 속도의 DIMM을 혼합 사용할 수는 있
지만 DIMM은 채널에 설치된 속도가 가장 
느린 DIMM/CPU의 속도로 실행됩니다.

여러 속도의 DIMM을 혼합 사용할 수는 있
지만 DIMM은 뱅크에 설치된 속도가 가장 
느린 DIMM/CPU의 속도로 실행됩니다.

DIMM 유형:

RDIMM

한 채널에서 여러 DIMM 유형을 혼합 사
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뱅크에서 여러 DIMM 유형을 혼합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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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전체 시스템을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제거합니다. 

a. 이젝터 레버 2개를 잡고 래치를 쥐어 레버를 분리합니다(그림 3-15 참고). 

b. 두 레버를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려 서버 노드를 미드플레인 커넥터에서 일정한 힘으로 분리
합니다. 

c.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똑바로 당겨냅니다. 

3단계 서버 노드 커버 제거, 3-13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 노드 커버를 제거합니다.

4단계 장애가 발생한 DIMM을 찾은 다음 DIMM 소켓의 양쪽 끝에서 이젝터 레버를 열어 라이저의 소켓
에서 해당 DIMM을 제거합니다. 

5단계 다음과 같이 새 DIMM을 설치합니다. 

참고 DIMM을 설치하기 전에 DIMM 성능 지침 및 설치 규칙, 3-3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a. 라이저의 소켓에 새 DIMM을 맞춥니다. DIMM 소켓의 얼라인먼트 키를 사용해 DIMM을 올바
른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b. DIMM이 완전하게 끼워지고 소켓 양쪽의 이젝터 레버가 제자리에 위치할 때까지 DIMM을 소
켓에 밀어 넣습니다.

6단계 서버 노드 커버 제거, 3-13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 노드 커버를 교체합니다.

7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 노드를 설치합니다.

a. 두 이젝터 레버를 연 상태로 새 서버 노드를 빈 베이에 맞춥니다.

참고 서버 노드는 그림 1-2,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 상단 베이에 있어야 합니다.

b. 서버 노드가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장착되고 섀시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c. 두 이젝터 레버가 평평하게 놓이고 래치가 서버 노드 후면에 잠기도록 가운데 쪽으로 돌립니다.

8단계 전원 코드를 교체한 다음 전면 핸들의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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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노드 내의 CPU 및 히트싱크 교체 
CPU는 서버 노드 내부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예비용 CPU가 별도로 지정되지는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서버 노드에서 새 서버 노드로 CPU를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CPU 컨피그레이션 규칙, 3-40페이지

• CPU 교체 절차, 3-40페이지

• RMA 교체용 서버 노드와 함께 주문해야 하는 추가 CPU 관련 부품, 3-45페이지

CPU 컨피그레이션 규칙

CPU 소켓 번호 지정 방법은 그림 3-19를 참고하십시오.

• 서버 노드가 작동하려면 CPU 2개가 있어야 합니다.

CPU 교체 절차

주의 CPU 및 해당 마더보드 소켓은 파손되기 쉬우므로 설치 중에 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
해야 합니다. CPU는 적절하게 냉각할 수 있도록 히트싱크 및 열 패드와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CPU
를 정확하게 설치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손상이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마더보드와 CPU 사이의 접촉 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절차에서는 픽앤플레이스 도구를 사
용해야 합니다. 각 CPU 옵션 키트에 포함된 필수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절차를 시도하지 마십
시오. 해당 도구가 없으면 예비품(Cisco PID UCS-CPU-EP-PNP=)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CPU 히트싱크 및 CPU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단계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전체 시스템을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제거합니다.

a. 이젝터 레버 2개를 잡고 래치를 쥐어 레버를 분리합니다(그림 3-15 참고).

b. 두 레버를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려 서버 노드를 미드플레인 커넥터에서 일정한 힘으로 분리
합니다.

c.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똑바로 당겨냅니다. 

3단계 서버 노드 커버 제거, 3-13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 노드 커버를 제거합니다.

4단계 2번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히트싱크를 고정하는 4개 고정 나사를 푼 다음 CPU 바깥쪽으로 히
트싱크를 빼냅니다. 

참고 히트싱크 또는 CPU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 나사를 동일하게 풀어야 합니다.
3-40
Cisco UCS C3260 랙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3장      시스템 유지 관리
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또는 교체
5단계 아이콘 레이블이 있는 첫 번째 CPU 고정 래치를 연 다음 아이콘 레이블이 있는 두 번째 고
정 래치를 엽니다. 그림 3-20을 참고하십시오.

참고 첫 번째 고정 래치를 열어 두어야 두 번째 고정 래치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6단계 힌지 CPU 커버 플레이트를 엽니다. 그림 3-20을 참고하십시오.

그림 3-20 CPU 소켓 고정 래치

7단계 다음과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CPU를 제거합니다.

a. 픽앤플레이스 도구를 소켓의 CPU에 놓고 도구의 화살표를 소켓의 등록 마크(작은 삼각형 표
시)에 맞춥니다. 그림 3-21을 참고하십시오.

b. 도구의 상단 버튼을 눌러 설치된 CPU를 잡습니다.

c. 도구와 CPU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d. 도구의 상단 버튼을 눌러 기존에 사용하던 CPU를 빼낸 다음 정전기 방지 표면 위에 놓아둡니다. 

1 CPU 고정 래치  3 힌지 CPU 커버 플레이트

2 CPU 고정 래치  

1

3

2

3
3

2
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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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픽앤플레이스 도구

8단계 다음과 같이 픽앤플레이스 도구에 새 CPU를 삽입합니다. 

a. 새 CPU를 포장 상자에서 꺼낸 다음 키트에 포함된 받침  위에 놓습니다. CPU 모서리의 등
록 마크를 받침  모서리의 화살표에 맞춥니다(그림 3-22 참고).

b. 도구의 상단 버튼을 눌러 도구를 열린 상태로 고정합니다.

c. CPU 받침 에 픽앤플레이스 도구를 놓고 도구의 화살표에 받침  모서리의 화살표를 맞춥니
다. 도구의 탭이 받침 의 슬롯에 완전히 끼워졌는지 확인합니다.

d. 도구의 측면 레버를 눌러 CPU를 잡은 다음 고정합니다.

e. 도구와 CPU를 똑바로 들어 올려 받침 에서 꺼냅니다.

1 도구의 화살표 2 CPU 소켓의 등록 마크

35
23

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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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받침대에 올려놓은 픽앤플레이스 도구 
 

9단계 다음과 같이 새 CPU를 설치합니다.

a. CPU가 들어 있는 픽앤플레이스 도구를 마더보드의 빈 CPU 소켓 위에 놓습니다.

참고 그림 3-21, 3-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CPU 소켓의 금속부에 찍혀 있는 등록 마크(작
은 삼각형)에 도구 상단의 화살표를 맞춥니다.

b. 도구의 상단 버튼을 눌러 CPU를 소켓에 넣습니다. 빈 도구를 제거합니다.

c. 힌지 CPU 커버 플레이트를 닫습니다.

d. 아이콘이 있는 CPU 고정 래치를 먼저 아래로 내려 끼운 다음 아이콘이 있는 CPU 고정 
래치를 아래로 내려 끼웁니다. 그림 3-20, 3-4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10단계 다음과 같이 히트싱크를 설치합니다. 

주의 적합한 냉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히트싱크와 CPU가 닿는 면에 열전도성 그리스를 새로 도포
해야 합니다. 히트싱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도포했던 열전도성 그리스를 제거해야 합니
다. 새 히트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c단계로 건너뜁니다.

a. 히트싱크에 남아 있는 예전의 열전도성 그리스에 알코올성 세척 솔루션을 묻히고 스며들도록 
최소한 15초 이상 기다립니다.

b. 히트싱크 표면이 긁히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이전에 도포했던 열전도성 그리스를 히트싱
크에서 모두 닦아 냅니다. 

1 맞춤을 위한 화살표 마크

1

1

1

35
2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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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새 CPU에 포함되어 있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CPU 상단에 열전도성 그리스를 도포합니다. 

주사기의 그리스 절반 정도를 그림 3-23에 나와 있는 패턴으로 CPU 상단에 도포합니다.

참고 열전도성 그리스용 주사기가 없으면 예비품(Cisco PID UCS-CPU-GREASE3)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23 열전도성 그리스 도포 패턴
 

d. 히트싱크 고정 나사를 마더보드 스탠드오프에 맞춘 다음 2번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고정 
나사를 균일하게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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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단계 서버 노드 커버 제거, 3-13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 노드 커버를 교체합니다.

12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 노드를 설치합니다.

a. 두 이젝터 레버를 연 상태로 새 서버 노드를 빈 베이에 맞춥니다.

참고 서버 노드는 그림 1-2,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 상단 베이에 있어야 합니다.

b. 서버 노드가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장착되고 섀시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c. 두 이젝터 레버가 평평하게 놓이고 래치가 서버 노드 후면에 잠기도록 가운데 쪽으로 돌립니다.

13단계 전원 코드를 교체한 다음 전면 핸들의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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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A 교체용 서버 노드와 함께 주문해야 하는 추가 CPU 관련 부품

시스템에 한 서버 노드 또는 CPU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를 진행할 때 CPU 또는 
마더보드의 예비품 BOM(Bill of Materials)에 추가적인 부품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
라서 적절한 교체를 위해 TAC 엔지니어가 RMA에 부품을 더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1 - 기존 히트싱크를 재사용하는 경우

– 히트싱크 세척 키트(UCSX-HSCK=)

– C3260용 열전도성 그리스 키트(UCS-CPU-GREASE3=)

– EP CPU용 Intel CPU 픽앤플레이스 도구(UCS-CPU-EP-PNP=)

• 시나리오 2 - 기존 히트싱크를 교체하는 경우

– 히트싱크(UCSB-HS-01-EP=)

– 히트싱크 세척 키트(UCSX-HSCK=)

– EP CPU용 Intel CPU 픽앤플레이스 도구(UCS-CPU-EP-PNP=)

CPU 히트싱크 세척 키트 하나로 CPU 및 히트싱크를 4개까지 세척할 수 있습니다. 세척 키트에
는 세척액 2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CPU와 히트싱크에서 이전에 도포했던 열전도성 그리스 
자재를 세척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히트싱크 표면에 열전도성 그리스를 새로 도포할 준비
를 위한 것입니다.

히트싱크를 설치하기 전에 CPU에서 이전에 도포한 열전도성 그리스 자재를 세척해야 합니다. 따
라서 새 히트싱크를 주문할 때도 최소한 히트싱크 세척 키트는 주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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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노드 내의 RAID 컨트롤러 카드 교체
서버 노드 내의 메자닌형 소켓에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를 연결합니다. SCPM(슈퍼캡 
전원 모듈)은 새 카드에 이미 연결된 상태로 제공되므로 카드를 별도로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같은 시스템에서 여러 RAID 컨트롤러를 혼합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에 서버 노드가 2개인 경
우 두 노드가 같은 RAID 컨트롤러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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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에 한 
지침은 사용 중인 Cisco IMC 릴리스의 HUU 가이드(HUU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교체 절차

1단계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전체 시스템을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제거합니다.

a. 이젝터 레버 2개를 잡고 래치를 쥐어 레버를 분리합니다(그림 3-15 참고).

b. 두 레버를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려 서버 노드를 미드플레인 커넥터에서 일정한 힘으로 분리
합니다.

c.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똑바로 당겨냅니다. 

3단계 서버 노드 커버 제거, 3-13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 노드 커버를 제거합니다.

4단계 다음과 같이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를 제거합니다.

a. 카드를 보드에 고정하는 고정 나비형 나사 2개를 풉니다(그림 3-24 참고). 

b. 카드 양쪽 끝을 잡고 같은 힘으로 들어 올려 카드 아래쪽의 커넥터를 메자닌 소켓에서 분리합니다.

5단계 다음과 같이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를 설치합니다.

a. 메자닌 소켓과 3개의 스탠드오프 위에 카드와 브래킷을 맞춰 놓습니다. 

b. 카드 양쪽 끝을 눌러 올려 카드 아래쪽의 커넥터를 메자닌 소켓에 장착합니다. 

c. 슈퍼캡 전원 모듈(백업 배터리) 커버를 통과하는 나사를 설치합니다.

6단계 다음과 같이 컨트롤러 카드에 히트싱크 어셈블리를 설치합니다.

a. 히트싱크 아래쪽의 열전도성 그리스에서 보호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b. 히트싱크 어셈블리와 고정 나사 2개를 컨트롤러 카드의 구멍에 맞춥니다.

c. 고정 나사 2개를 컨트롤러 카드 아래쪽의 2개 스탠드오프에 조입니다.

7단계 서버 노드 커버 제거, 3-13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 노드 커버를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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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 노드를 설치합니다.

a. 두 이젝터 레버를 연 상태로 새 서버 노드를 빈 베이에 맞춥니다.

참고 서버 노드는 그림 1-2,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 상단 베이에 있어야 합니다.

b. 서버 노드가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장착되고 섀시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c. 두 이젝터 레버가 평평하게 놓이고 래치가 서버 노드 후면에 잠기도록 가운데 쪽으로 돌립니다.

9단계 전원 코드를 교체한 다음 전면 핸들의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10단계 RAID 컨피그레이션을 복원하려면 RAID 컨트롤러 교체 후 RAID 컨피그레이션 복원, C-2페이지
를 참고하십시오.

그림 3-24 서버 노드 내의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1 슈퍼캡 전원 모듈 커버를 통과하여 스탠드
오프에 고정되는 나사

3 히트싱크 어셈블리

2 히트싱크 어셈블리를 통과하여 스탠드오프
에 고정되는 고정 나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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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노드 내의 RTC 배터리 교체
RTC(실시간 클록) 배터리는 서버의 전원이 차단될 경우 시스템 설정을 유지합니다. 배터리 유형
은 CR2032입니다. Cisco는 부분의 전기용품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업계 표준 CR2032 배터
리를 지원합니다.

참고 RTC 배터리가 제거되거나 방전되면 서버 노드의 BMC에 저장되었던 설정이 손실됩니다. 그러면 
새 배터리를 설치한 후에 BMC 설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1단계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전체 시스템을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제거합니다.

a. 이젝터 레버 2개를 잡고 래치를 쥐어 레버를 분리합니다(그림 3-15 참고).

b. 두 레버를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려 서버 노드를 미드플레인 커넥터에서 일정한 힘으로 분리
합니다.

c.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똑바로 당겨냅니다. 

참고 RTC 배터리에 액세스하기 위해 서버 노드 커버를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 노드 RTC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a. RTC 배터리를 찾습니다. 그림 3-25를 참고하십시오.

b. 배터리 고정 클립을 굽혀 배터리에서 떼어 낸 다음 소켓에서 배터리를 당겨 빼냅니다.

4단계 다음과 같이 RTC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a. 배터리 소켓에서 고정 클립을 굽힌 다음 소켓에 배터리를 넣습니다.

참고 "+"로 표시된 배터리의 평평한 양극 쪽이 고정 클립 쪽을 향해야 합니다.

b. 배터리가 완전히 장착되고 고정 클립이 딸깍 소리를 내면서 배터리 상단에 고정되도록 배터
리를 소켓에 밀어 넣습니다.

5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 노드를 설치합니다.

a. 두 이젝터 레버를 연 상태로 새 서버 노드를 빈 베이에 맞춥니다.

참고 서버 노드는 그림 1-2,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 상단 베이에 있어야 합니다.

b. 서버 노드가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장착되고 섀시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c. 두 이젝터 레버가 평평하게 놓이고 래치가 서버 노드 후면에 잠기도록 가운데 쪽으로 돌립니다.

6단계 전원 코드를 교체한 다음 전면 핸들의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7단계 이 노드의 BMC 설정을 재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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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서버 노드 RTC 배터리 및 USB 포트 위치

1 보드의 서버 노드 RTC 배터리(커버 가장
자리 뒤쪽)

2 보드의 내부 USB 포트(커버 가장자리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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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노드 내의 내부 USB 드라이브 교체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내부 USB 드라이브 교체 절차, 3-50페이지

• 내부 USB 포트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3-51페이지

내부 USB 드라이브 교체 절차

내부 Cisco USB Flash Drive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단계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전체 시스템을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제거합니다.

a. 이젝터 레버 2개를 잡고 래치를 쥐어 레버를 분리합니다(그림 3-15 참고).

b. 두 레버를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려 서버 노드를 미드플레인 커넥터에서 일정한 힘으로 분리
합니다.

c.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똑바로 당겨냅니다. 

참고 USB 포트에 액세스하기 위해 서버 노드 커버를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 기존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서버 노드 보드의 포트에서 제거합니다. 포트에서 드라이브를 수평
으로 당겨 빼냅니다.

4단계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새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서버 노드 보드의 수평 소켓에 
넣습니다. 

5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 노드를 설치합니다.

a. 두 이젝터 레버를 연 상태로 새 서버 노드를 빈 베이에 맞춥니다.

참고 서버 노드는 그림 1-2,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 상단 베이에 있어야 합니다.

b. 서버 노드가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장착되고 섀시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c. 두 이젝터 레버가 평평하게 놓이고 래치가 서버 노드 후면에 잠기도록 가운데 쪽으로 돌립니다.

6단계 전원 코드를 교체한 다음 전면 핸들의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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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USB 포트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스템의 모든 USB는 최초 제작 시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시스템 BIOS에서 내부 
USB 포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내부 USB 포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
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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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에서 
Enabled(활성화됨) 또는 Disabled(비활성화됨)를 선택합니다.

6단계 F10 키를 눌러 설정을 저장한 다음 유틸리티를 종료합니다.

서버 노드 내에 Trusted Platform Module 설치
TPM(Trusted Platform Module)은 서버 노드 보드의 소켓에 부착되는 소형 회로 기판입니다. 이 
섹션에는 다음 절차가 포함되며 TPM을 설치 및 활성화할 때는 반드시 이 순서를 따르셔야 합니다.

1. TPM 하드웨어 설치, 3-51페이지

2. BIOS에서 TPM 지원 활성화, 3-53페이지

3. BIOS에서 Intel TXT 기능 활성화, 3-53페이지

TPM 하드웨어 설치

참고 보안 목적으로 TPM은 단일 방향 나사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표준 드라이버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1단계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전체 시스템을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제거합니다.

a. 이젝터 레버 2개를 잡고 래치를 쥐어 레버를 분리합니다(그림 3-15 참고).

b. 두 레버를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려 서버 노드를 미드플레인 커넥터에서 일정한 힘으로 분리
합니다.

c.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똑바로 당겨냅니다. 

참고 TPM 소켓에 액세스하기 위해 서버 노드 커버를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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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다음과 같이 TPM을 설치합니다.

a. 그림 3-26에 나와 있는 서버 노드 보드의 TPM 소켓을 찾습니다.

b. TPM 회로판 하단에 있는 커넥터를 TPM 소켓에 맞춰 정렬합니다. TPM 회로판의 나사 구멍
을 TPM 소켓 주변의 나사 구멍과 맞춥니다.

c. TPM이 마더보드 소켓에 잘 들어맞도록 고른 힘으로 눌러서 끼웁니다.

d. 단일 방향 나사를 사용해 TPM을 마더보드에 고정합니다.

4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 노드를 설치합니다.

a. 두 이젝터 레버를 연 상태로 새 서버 노드를 빈 베이에 맞춥니다.

참고 서버 노드는 그림 1-2,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 상단 베이에 있어야 합니다.

b. 서버 노드가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장착되고 섀시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c. 두 이젝터 레버가 평평하게 놓이고 래치가 서버 노드 후면에 잠기도록 가운데 쪽으로 돌립니다.

5단계 전원 코드를 교체한 다음 전면 핸들의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6단계 BIOS에서 TPM 지원 활성화, 3-53페이지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림 3-26 서버 노드 보드의 TPM 소켓 위치

1 마더보드의 TPM 소켓 및 나사 구멍 

3
5

3
4

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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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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Device 
Configuration(TPM 보안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윈도우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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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10 키를 눌러 설정을 저장하고 서버 노드를 재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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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Device 
Configura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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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페이지를 계속 진행합니다.

BIOS에서 Intel TXT 기능 활성화

Intel Trusted Execution Technology(TXT)는 비즈니스 서버에서 사용 및 저장되는 정보를 위해 더
욱 우수한 보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보호의 핵심적인 면은 나머지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는 민
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관련 메모리 섹션과 격리된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
는 점입니다. Intel TXT는 암호화 키 등의 민감한 데이터가 보관될 수 있는 밀폐된 스토리지 공간
을 제공해 악성 코드 공격 중에 이러한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1단계 서버 노드를 재부팅하고 프롬프트를 잘 살펴보다가 F2 키를 누릅니다.

2단계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2 키를 눌러 BIOS Setup Utility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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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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ware Suppor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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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or Configuration(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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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ware Support(Intel TXT(LT-SX) 하드웨어 지원) 윈도우가 표시되어 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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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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C 내의 RTC 배터리 교체
RTC(실시간 클록) 배터리는 SIOC의 전원이 차단될 경우 설정을 유지합니다. SIOC의 배터리 유
형은 CR1632입니다. Cisco는 부분의 전기용품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업계 표준 CR1632 배
터리를 지원합니다.

참고 RTC 배터리가 제거되거나 방전되면 SIOC의 CMC에 저장되었던 설정이 손실됩니다. 그러면 새 
배터리를 설치한 후에 CMC 설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1단계 제거하려는 SIOC와 쌍으로 연결된 서버 노드의 전원을 끕니다. SIOC 1은 서버 노드 1과, SIOC 
2는 서버 노드 2와 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버 노드 종료 및 전원 끄기, 3-11페이지를 참고하
십시오.

2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SIOC를 제거합니다. 

a. SIOC의 고정 나비형 나사 하나를 푼 다음 두 힌지 이젝터 레버를 열어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서 SIOC를 일정한 힘으로 분리합니다.

b. 시스템에서 SIOC를 당겨 빼냅니다.

3단계 시스템 I/O 컨트롤러 커버 제거, 3-15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SIOC 커버를 제거합니다.

4단계 배터리 아래쪽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배터리를 SIOC 보드의 소켓에서 들어 올립니다.

5단계 새 배터리를 소켓에 넣고 평평하게 놓을 때까지 아래로 누릅니다.

6단계 SIOC에 커버를 교체 설치합니다.

7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 SIOC를 교체 설치합니다. 

참고 SIOC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SIOC 베이 1에 설치해야 합니다(그림 1-2 참고).

a. SIOC가 내부 미드플레인에 걸려 멈출 때까지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b. SIOC의 두 레버를 닫아 SIOC 커넥터를 백플레인에 완전히 장착합니다.

c. SIOC 레버의 나비형 나사를 조입니다.

8단계 앞 단계에서 전원을 껐던 서버 노드의 전원을 켭니다. 

9단계 이 SIOC의 CMC 설정을 재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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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SIOC 내의 RTC 배터리 교체

1 SIOC 보드의 배터리 소켓
30
50
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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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노드 보드의 서비스 헤더
서버 노드 보드에는 특정 서비스 기능으로 점프할 수 있는 헤더가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서버 노드 보드의 서비스 헤더 위치, 3-57페이지

• 비밀번호 지우기 헤더 P11 사용, 3-58페이지

• CMOS 지우기 헤더 P13 사용, 3-59페이지

서버 노드 보드의 서비스 헤더 위치
서버 노드 보드에는 지원되는 3핀 서비스 헤더 2개가 있습니다. 헤더의 위치는 그림 3-28을 참고
하십시오. 

• 헤더 P11 = 비밀번호 지우기

• 헤더 P13 = CMOS 지우기

그림 3-28 서버 노드 보드의 서비스 헤더

1 헤더 P11 = 비밀번호 지우기 2 헤더 P13 = CMOS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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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지우기 헤더 P11 사용
헤더 P11의 점퍼를 사용하여 관리자 비밀번호를 지울 수 있습니다. 

1단계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전체 시스템을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제거합니다.

a. 이젝터 레버 2개를 잡고 래치를 쥐어 레버를 분리합니다(그림 3-15 참고).

b. 두 레버를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려 서버 노드를 미드플레인 커넥터에서 일정한 힘으로 분리
합니다.

c.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똑바로 당겨냅니다. 

참고 헤더에 액세스하기 위해 서버 노드 커버를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 서버 노드 커버 제거, 3-13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 노드 커버를 제거합니다.

4단계 헤더 P11을 찾습니다(그림 3-28 참고).

5단계 헤더의 핀 2와 3에 점퍼를 설치합니다.

6단계 다음과 같이 서버 노드를 설치합니다.

a. 두 이젝터 레버를 연 상태로 새 서버 노드를 빈 베이에 맞춥니다.

b. 서버 노드가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장착되고 섀시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c. 두 이젝터 레버가 평평하게 놓이고 래치가 서버 노드 후면에 잠기도록 가운데 쪽으로 돌립니다.

7단계 전원 코드를 교체한 다음 전면 핸들의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8단계 시스템이 완전히 부팅되고 나면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시스템을 
다시 종료합니다.

9단계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제거한 다음 서버 노드 커버를 제거합니다.

10단계 핀 2 및 3에서 점퍼를 제거합니다. 

참고 점퍼를 제거하지 않으면 서버 노드를 부팅할 때마다 Cisco IMC가 비밀번호를 지웁니다.

11단계 서버 노드 커버를 설치한 다음 서버 노드를 시스템에 다시 설치합니다.

12단계 전원 코드를 교체한 다음 전면 핸들의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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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시스템 유지 관리
서버 노드 보드의 서비스 헤더
CMOS 지우기 헤더 P13 사용
헤더 P13에 점퍼를 설치하면 CMOS 설정을 지울 수 있습니다. 

1단계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전체 시스템을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 섀시를 물리적으로 제거합니다. 

a. 이젝터 레버 2개를 잡고 래치를 쥐어 레버를 분리합니다(그림 3-15 참고).

b. 두 레버를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려 서버 노드를 미드플레인 커넥터에서 일정한 힘으로 분리
합니다.

c.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 섀시를 똑바로 당겨냅니다. 

3단계 서버 노드 커버 제거, 3-13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서버 노드 커버를 제거합니다.

4단계 헤더 P13을 찾습니다(그림 3-28 참고).

5단계 헤더의 핀 2와 3에 점퍼를 설치합니다.

6단계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 서버 노드 섀시를 설치합니다.

a. 두 이젝터 레버를 연 상태로 새 서버 노드를 빈 베이에 맞춥니다.

b. 서버 노드가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장착되고 섀시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c. 두 이젝터 레버가 평평하게 놓이고 래치가 서버 노드 후면에 잠기도록 가운데 쪽으로 돌립니다.

7단계 시스템이 완전히 부팅되고 나면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시스템을 
다시 종료합니다.

8단계 시스템에서 서버 노드를 제거한 다음 서버 노드 커버를 제거합니다.

9단계 핀 2 및 3에서 점퍼를 제거합니다. 

참고 점퍼를 제거하지 않으면 서버 노드를 부팅할 때마다 Cisco IMC가 CMOS 설정을 지웁니다.

10단계 서버 노드 커버를 설치한 다음 서버 노드를 시스템에 다시 설치합니다.

11단계 전원 코드를 교체한 다음 전면 핸들의 전원 버튼을 4초 동안 눌러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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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시스템 유지 관리
서버 노드 보드의 서비스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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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서버 사양

Cisco UCS C3260 시스템의 기술 사양을 소개하는 이 부록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물리적 사양, A-1페이지 

• 환경 사양, A-2페이지 

• 전원 사양, A-2페이지 

물리적 사양 
표 A-1에는 시스템의 물리적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표 A-1 물리적 사양

설명 사양

높이 174mm(6.88인치) 

너비 444mm(17.46인치) 

길이 813mm(32.00인치)

무게(최  컨피그레이션) 88kg(195파운드)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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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서버 사양
환경 사양
 환경 사양 
표 A-2에는 시스템의 환경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전원 사양 
표 A-3에는 각 1050 W 전원 공급 장치(Cisco 부품 번호 UCSC-C3X60-PSU)의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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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ucspowercalc.cisco.com

표 A-2 환경 사양

설명 사양

작동 온도: 5ºC~35ºC(41ºF~95ºF)

비작동 온도: –40ºC~65ºC(–40ºF~149ºF)

작동 습도: 10%~90%, 비응결

비작동 습도: 5%~93%, 비응결

작동 고도:

305m마다 1ºC씩 감소

0m~3048m(0피트~10,000피트)

비작동 고도: 0m~12,192m(0피트~40,000피트)

작동 음향 노이즈: LWAd 5.4Bel 

LpAm 38dBA

표 A-3 105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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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12.5A(100VAC)

6A(208VAC)

최  입력 볼트암페어 1250VA(100VAC)

PSU당 최  출력 전원 800W(100~120VAC)

1050W(200~240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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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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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B

전원 케이블 사양

이 부록에서는 지원되는 전원 케이블의 사양을 소개합니다.

지원되는 전원 케이블 및 플러그
각 전원 공급 장치에는 별도의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표준 전원 케이블 또는 점퍼 전원 케이블
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퍼 전원 케이블은 표준 전원 케
이블 신 사용 가능한 옵션입니다. 

참고 공인 전원 케이블 또는 섀시와 함께 제공된 점퍼 전원 케이블만 지원됩니다.

표 B-1에는 서버 전원 공급 장치용 전원 케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표 B-1 서버에서 지원되는 전원 케이블  

설명

길이

피트 미터

CAB-250V-10A-BR

전원 케이블, 250VAC 10A, 브라질 

8.2 2.5

CAB-250V-10A-CN

전원 케이블, 250VAC 10A, 중국 

8.2 2.5

CAB-9K10A-AU

N5000 전원 케이블, 250VAC 10A, 호주 

8.2 2.5

CAB-9K10A-EU

N5000 전원 케이블, 250VAC 10A, 유럽

8.2 2.5

CAB-9K10A-IT

N5000 전원 케이블, 250VAC 10A, 이탈리아 

8.2 2.5

CAB-9K10A-SW

N5000 전원 케이블, 250VAC 10A, 스위스 

8.2 2.5

CAB-9K10A-TWN

N5000 전원 케이블, 125VAC 15A, 만

8.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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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전원 케이블 사양
지원되는 전원 케이블 및 플러그
CAB-9K10A-UK

N5000 전원 케이블, 250VAC 10A, 영국 

8.2 2.5

CAB-9K12A-NA

N5000 전원 케이블, 125VAC, 15A, NEMA 5-15 플러그, 북미

8.2 2.5

CAB-AC-L620-C13

전원 케이블, NEMA L6-20-C13 커넥터

6.6 2.0

CAB-C13-C14-2M

캐비닛 점퍼 전원 케이블, 250VAC 10A, C13-C14 커넥터

6.6 2.0

CAB-C13-C14-AC

캐비닛 점퍼 전원 케이블, 250VAC 10A, C13-C14 커넥터, 매입형 콘센트

9.8 3.0

CAB-C13-CBN

캐비닛 점퍼 전원 케이블, 250VAC 10A, C13-C14 커넥터

2.2 0.68

CAB-C19-C20-3M-JP

전원 케이블, C19-C20 커넥터, 일본 PSE 마크

9.8 3.0

CAB-JPN-3PIN

전원 케이블, 90~125VAC, 12A, NEMA 5-15, 일본

7.9 2.4

CAB-N5K6A-NA

N5000 전원 케이블, 250VAC 6A, 북미 

8.2 2.5

CAB-250V-10A-AR

N5000 전원 케이블, 250VAC 10A, 아르헨티나 

8.2 2.5

CAB-250V-10A-CN

N5000 전원 케이블, 250VAC 10A, 중국

8.2 2.5

CAB-250V-10A-ID

N5000 전원 케이블, 250VAC 10A, 인도

8.2 2.5

CAB-250V-10A-IS

N5000 전원 케이블, 250VAC 10A, 이스라엘

8.2 2.5

표 B-1 서버에서 지원되는 전원 케이블 (계속) 

설명

길이

피트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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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C

RAID 컨트롤러 관련 고려 사항 

이 부록에서는 RAID 컨트롤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지원되는 RAID 컨트롤러 및 필요한 케이블, C-1페이지

• RAID 카드 펌웨어 호환성, C-2페이지

• 슈퍼캡 전원 모듈(RAID 백업 장치), C-2페이지

• RAID 컨트롤러 교체 후 RAID 컨피그레이션 복원, C-2페이지

• 추가 정보, C-3페이지

지원되는 RAID 컨트롤러 및 필요한 케이블
이 시스템은 표 C-1에 나와 있는 RAID 컨트롤러 옵션 및 케이블 요건을 지원합니다.

RAID 컨트롤러 카드를 설치하는 지침은 서버 노드 내의 RAID 컨트롤러 카드 교체, 3-4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표 C-1 Cisco UCS C3260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RAID 옵션

컨트롤러 스타일
최대 드라이
브 수

선택적 
SCPM 
사용 가
능 여부 RAID 레벨 필요한 케이블

LSI MegaRAID SAS 3108

UCSC-C3X60-R4GB

(1GB 또는 4GB 쓰기 캐시)

메자닌 내부 60개 예 0, 1, 5, 6, 10, 
50, 60

JBOD도 지원
됩니다.

없음. 카드는 서버 노드 내부
의 메자닌 소켓에 설치됩니다. 

Cisco UCS 12G SAS 
HBA 통과 컨트롤러
UCSC-C3X60-HBA

메자닌 내부 60개 아니요 비 RAID 없음. 카드는 서버 노드 내부
의 메자닌 소켓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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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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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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에 한 
지침은 사용 중인 Cisco IMC 릴리스의 HUU 가이드(HUU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슈퍼캡 전원 모듈(RAID 백업 장치)
이 시스템에는 SCPM(슈퍼캡 전원 모듈) 하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치는 서버 노드 내부의 
Cisco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에 직접 마운트됩니다. 장치는 판매 시 카드에 이미 연결된 상
태로 제공되며 개별 구성 요소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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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D 컨트롤러 교체 후 RAID 컨피그레이션 복원
RAID 컨트롤러를 교체하면 컨트롤러에 저장되어 있는 RAID 컨피그레이션이 손실됩니다. 

새 RAID 컨트롤러로 RAID 컨피그레이션을 복원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단계 RAID 컨트롤러를 교체합니다. 서버 노드 내의 RAID 컨트롤러 카드 교체, 3-4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2단계 완전 섀시 교체의 경우 모든 드라이브를 이전 섀시에 설치했던 것과 같은 순서로 드라이브 베이에 
교체 장착합니다.

3단계 서버 노드를 재부팅하고 프롬프트를 확인한 후 F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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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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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버 노드를 재부팅한 다
음 프롬프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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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CS C3260 랙 서버 설치 및 서비스 가이드

추가 정보
LSI 유틸리티에는 유틸리티 사용 방법에 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도움말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AID 컨트롤러 카드용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방법과 RAID에 한 기본적인 정보는
Cisco UCS 서버 RAID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전체 Avago Technologies/LSI 문서도 제공됩니다.

Avago Technologies/LSI 12Gb/s MegaRAID SAS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 F판
C-3OL-27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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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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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D

Cisco UCS Manager 통합을 위한 설치

현재 Cisco UCS C3260 시스템은 독립형 모드에서만 작동합니다. Cisco UCS Manager 통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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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

Cisco UCS 3160에서 Cisco UCS C3260으로 
마이그레이션

Cisco UCS C3160 시스템을 Cisco UCS C3260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참고 C3260에서 C3160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는 없습니다. C3160에서 C3260으로 마이그레이션한 후 
C3160으로 다시 마이그레이션할 수는 없습니다.

• Cisco UCS C3160 및 C3260 시스템 간의 차이점, E-1페이지

• C3160 시스템을 C3260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E-2페이지

– 이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항목, E-2페이지

– 마이그레이션 절차, E-2페이지

• Cisco C3260 시스템에 두 번째 서버 노드 또는 SIOC 설치, E-4페이지

Cisco UCS C3160 및 C3260 시스템 간의 차이점
표 E-1에는 Cisco UCS C3160 및 Cisco UCS 3260 시스템 간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표 E-1 Cisco UCS C3160 및 C3260 간의 차이점

시스템
최소 Cisco 
IMC 펌웨어 지원되는 SIOC

지원되는 서
버 노드의 수

관리 방식
(UCSM 관리 
또는 독립형)

지원되는 후면 패
널 SSD 드라이브

우측 전면 핸
들의 레이블

C3160 2.0(3) UCSC-C3160-SIOC1

필요한 어댑터 카드:

VIC 1227 또는 VIC 
1227-T

1. 이 C3160 SIOC 및 지원되는 VIC 카드는 다음 버전인 Cisco UCS C3260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1 독립형 2 C3160

C3260 2.0(7) UCSC-C3260-SIOC2

통합 VIC 1300 Series 칩

2. 이 C3260 SIOC는 이전 버전인 Cisco UCS C3160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2

(SIOC 2개 
필요)

독립형 4

(서버 노드 2개 
필요)

C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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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60 시스템을 C3260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이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항목

하드웨어

• 서버 베이 1(위쪽 베이)에 서버 노드가 하나 포함된 Cisco UCS C3160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을 시작하려면 시스템에서 Cisco IMC 2.0(6) 이상 펌웨어를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 새 SIOC/(시스템 I/O 컨트롤러) UCSC-C3260-SIOC. 이 새 SIOC는 Cisco IMC 2.0.7 이상 펌웨
어(초기 설치 기본값)를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 Cisco IMC 2.0(6) 펌웨어용 최신 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 패키지. 이 패키지는 전체 Cisco 
C3160 시스템을 최소 전제조건 펌웨어로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 Cisco IMC 2.0(7) 이상 펌웨어용 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 패키지. 이 패키지는 시스템을 
Cisco C3260 요건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방법의 지침은 HUU 가이드에서 사용 중인 릴리스용 가
이드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절차

1단계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려면 전체 Cisco C3160 시스템에서 Cisco IMC 2.0(6)을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이전 버전을 실행 중인 경우 릴리스 2.0(6)용 HUU(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를 다
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방법의 지침을 확인하려면 HUU 가
이드에서 릴리스 2.0(6) 이상용 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 사용 설명서를 사용하십시오.

주의 다음 단계에서 BIOS 및 BMC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때 SAS 익스팬더 펌웨어는 업데이트하지 마
십시오. 이 시점에서 SAS 익스팬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SAS 익스팬더가 손상됩니다.

2단계 HUU를 사용하여 시스템 BIOS 및 BMC만 Cisco IMC 릴리스 2.0(7)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3단계 시스템 종료 및 전원 끄기, 3-10페이지의 설명에 따라 전체 시스템을 종료하고 전원을 끕니다. 모
든 전원 코드를 뽑아 전원 공급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4단계 시스템에서 기존 C3160 SIOC를 모두 제거합니다. 

하드웨어 교체 지침은 시스템 I/O 컨트롤러 교체, 3-3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5단계 새 C3260 SIOC(UCSC-C3260-SIOC=) 하나를 SIOC 베이 1(그림 1-3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버 후면 
쪽을 바라볼 때 좌측 베이)에 설치합니다.

6단계 네트워킹 케이블을 새 SIOC 포트에 원하는 로 연결합니다.

7단계 다음과 같이 키보드 및 모니터를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a. 시스템 후면의 서버 노드에 있는 외부 KVM 커넥터에 KVM 케이블(Cisco PID N20-BKVM)을 
연결합니다(커넥터 위치는 그림 1-2 참고). 

b. VGA 모니터와 USB 키보드를 KVM 케이블의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8단계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프롬프트를 확인한 후 F8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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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Cisco UCS 3160에서 Cisco UCS C3260으로 마이그레이션
C3160 시스템을 C3260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9단계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8 키를 눌러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시작합니다. 

10단계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서버 컨트롤러를 초기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a. F1 키를 눌러 유틸리티의 두 번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b. Factory Default(초기 기본값) 옵션을 선택합니다.

c.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BMC를 재부팅합니다.

d. 재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약 5분). 프롬프트를 확인한 후 F8 키를 누릅니다.

11단계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8 키를 눌러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시작합니다. 

12단계 원하는 IP 주소, NIC 모드 및 NIC 이중화를 적용하여 네트워킹 속성을 구성합니다.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하여 시스템 설정, 2-1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관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IP 주소가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에 표시됩니다. 

참고 SIOC의 업링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관리하는 Cisco 카드 NIC 모드를 사용
하는 경우 업링크의 포트 속도를 네트워크 설치와 일치하도록 4x10Gbps(40Gbps)로 구성
해야 할 수 있습니다.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의 세 번째 페이지에서 이 속도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13단계 Cisco UCS 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나머지 시스템 구성 요소를 Cisco IMC 
2.0(7)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참고 SAS 익스팬더 펌웨어는 이 시점에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방법의 지침을 확인하려면 HUU 가이드에서 릴리스 2.0(7) 이
상용 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 사용 설명서를 사용하십시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시스템이 Cisco C3260 시스템으로 실행됩니다.

14단계 (선택 사항) 이 시점에서 두 번째 서버 노드 및 두 번째 SIOC를 Cisco C3260 섀시에 설치할 수 있
습니다. Cisco C3260 시스템에 두 번째 서버 노드 또는 SIOC 설치, E-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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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3260 시스템에 두 번째 서버 노드 또는 SIOC 설치

두 번째 SIOC 설치
새 C3260 SIOC 2의 CMC 펌웨어는 SIOC 1의 CMC 펌웨어와 같은 버전이어야 합니다. CMC 버
전이 다른 경우에는 버전이 일치하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참고 두 번째 SIOC를 운영중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CMC(섀시 관리 컨트롤러)가 기 CMC로 설
정됩니다. C3260 SIOC를 섀시 간에 이동할 때는 SIOC의 CMC 컨피그레이션이 외래 항목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SIOC 2 CMC는 SIOC 1의 액티브 CMC와 동기화됩니다.

1단계 시스템 전원을 제거하지 않고도 다음과 같이 두 번째 C3260 SIOC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a. SIOC가 내부 백플레인에 걸려 멈출 때까지 빈 SIOC 베이 2로 밀어 넣습니다.

b. SIOC의 두 이젝터 레버를 닫아 SIOC 커넥터를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완전히 장착합니다.

c. SIOC 이젝터 레버의 나비형 나사를 조입니다.

이전 펌웨어가 설치된 두 번째 서버 노드 설치 및 업그레이드

참고 제조업체에서 바로 배송된 서버 노드의 경우 필수 펌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펌웨어가 Cisco IMC 2.0(7) 이전인 서버 노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서버를 설
치하고 해당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서버 노드를 C3160 시스템에서 전송하거나 서비스 센
터에서 이전 버전의 노드를 받은 경우가 이러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참고 서버 노드를 C3160 시스템에서 전송하는 경우 해당 서버 노드는 Cisco IMC 2.0(4) 또는 Cisco 
IMC 2.0(6) 펌웨어를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 절차에 필요한 항목

• 서버 노드(UCSC-C3X60-SVRNx)

미리 구성된 서버 노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전에 서버 노드 혼합 사용 규칙(서버 노드 
혼합 사용 규칙, 3-28페이지)을 확인하십시오.

• Cisco IMC 2.0(7) 이상 펌웨어용 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 패키지. 이 패키지는 서버 노드
를 Cisco C3260 요건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방법의 지침은 HUU 가이드에서 사용 중인 릴리스용 가
이드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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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Cisco UCS 3160에서 Cisco UCS C3260으로 마이그레이션
Cisco C3260 시스템에 두 번째 서버 노드 또는 SIOC 설치
절차

1단계 상 C3260 시스템이 Cisco IMC 2.0(7) 이상 펌웨어를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시스템 전원을 제거하지 않고도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서버 노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a. 서버 노드 베이 2에 드라이브 익스팬더 모듈이 있으면 시스템에서 제거합니다. 

b. 두 이젝터 레버를 연 상태로 새 서버 노드를 빈 아래쪽 베이 2에 맞춥니다.

c. 서버 노드가 미드플레인 커넥터에 장착되고 섀시 표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베이로 밀어 넣습니다.

d. 두 이젝터 레버가 평평하게 놓이고 래치가 서버 노드 후면에 잠기도록 가운데 쪽으로 돌립니다.

3단계 C3260 Cisco IMC CLI 또는 GUI에서 서버 노드를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서버가 CLI 또는 
GUI에 표시되지 않으면 서버를 초기 기본값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서버를 C3160 시스템에서 이동한 
경우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CLI를 사용하는 경우 실행해야 하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C3260-Server# scope chassis
C3260-Server /chassis# show server
<Server ID> <Power state> <Serial number> <Product name> <PID> <UUID>
------------------------------------------------------
1 on FCH1848793G UCS C3160     UCSC-C3X60-SVRNB 36399C1B-6E9A-4E95-BEAC-B9003DCA6C7F
2 on FCH18407MY2 UCS C3160     UCSC-C3X60-SVRNB C00E5CEO-A596-45E0-82CD-0B2F0A395FAC

• 서버가 CLI 또는 GUI에 표시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서버가 표시되지 않으면 초기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a. 서버 노드를 부팅하고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F8 키를 눌러 Cisco IMC Configuration Utility를 시작합
니다. 

b. F1 키를 눌러 유틸리티의 두 번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 Factory Default(초기 기본값) 옵션을 선택합니다.

d.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서버 BMC를 재부팅합니다.

e. 재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약 5분).

4단계 다음과 같이 새 서버 노드에 BMC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 C3260 시스템이 DHCP 서버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DHCP 서버가 새 서버 노드에 BMC IP 주
소를 할당하도록 허용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DHCP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Cisco IMC 인터페이스(CLI 또는 GUI)를 사용하여 새 서버 
노드에 해 BMC IP 주소를 수동으로 할당합니다. 

아래에는 CLI를 사용하는 경우 실행해야 하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C3260-Server# scope network
C3260-Server /network# set v4 addr
C3260-Server /cimc/network# set v4-addr-bmc2 <v4 ip-address>
C3260-Server /cimc/network# set v6-addr-bmc2 <v6 ip-address>

자세한 내용은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의 CLI 및 GUI 가이드에서 네트워크 관련 설정 구성을 참고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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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Cisco UCS 3160에서 Cisco UCS C3260으로 마이그레이션
Cisco C3260 시스템에 두 번째 서버 노드 또는 SIOC 설치
5단계 Cisco IMC CLI 또는 GU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방금 설치한 새 서버 노드에서 실행 중인 펌웨
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 최소 Cisco IMC 2.0(7) 이상을 실행 중인 새 서버 노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 단계를 수행
할 필요가 없으며 서버를 C3260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IMC 2.0(4) 또는 Cisco IMC 2.0(6)을 실행 중인 이전 서버 노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
음 단계를 계속 진행하여 펌웨어를 필요한 레벨로 업그레이드합니다.

6단계 방금 삽입한 두 번째 서버 노드의 Cisco IMC GUI 인터페이스에서 가상 KVM 윈도우를 시작합니
다. Cisco IMC Server Summary(Cisco IMC 서버 요약) 페이지에서 Launch KVM Console(KVM 
콘솔 시작)을 클릭합니다. 새 KVM 콘솔 윈도우가 열립니다.

7단계 Cisco UCS 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새 서버 노드 BMC 및 LSI 구성 요소만 Cisco 
IMC 2.0(7)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방법의 지침을 확인
하려면 HUU 가이드에서 릴리스 2.0(7) 이상용 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 사용 설명서를 사용
하십시오.

참고 이 단계에서는 BMC 및 LSI 구성 요소만 업그레이드하십시오. 

a. BMC 및 LSI 구성 요소만 업데이트합니다.

b. HUU를 종료하여 새로 설치한 BMC 및 LSI 펌웨어를 활성화합니다.

8단계 다시 Cisco UCS 호스트 업그레이드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새 서버 노드 BIOS 구성 요소만 Cisco 
IMC 2.0(7)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a. BIOS 구성 요소만 업데이트합니다.

b. HUU를 종료하여 새로 설치한 BIOS 펌웨어를 활성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서버 노드를 C3260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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