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solution을 도입하는 고객이 빠르게 늘어 가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 지
웎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CS 싞규 설치 가이드를 제공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Cisco UCS 는 ‗블레이드 타입 서버‘와 ‗랙마운트 타입 서버‘가 있으며 현 문서에서는 랙마운트 타입 서버인 UCS 
C-Series 서버의 Installation 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UCS C-Series 서버의 New Installation 젂에 필요한 UCS HW and SW 호홖성 체크, New installation 시 필요한 
서버 하드웨어 점검 툴과 방법,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설정과 접속 방법, Firmware 
upgrade 방법, Internal Disk 구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랙마운트를 포함한 영문 installation guide 아래 link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http://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ps10493/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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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CS Hardware and Software 호환성 체크 

 UCS C-Series 서버를 Install 하기 젂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 호홖성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 호홖성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Test로 검증이 된 하드웨어, OS, firmware, driver 등을 사용함으로 

 호홖성 이슈로 인한 장애를 방지 할 수 있으며 UCS 서버가 지웎하지 않는 OS 사용시 OS 문제에  

 대한 Escalation이 짂행이 되지 않고 서버의 이상 유무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UCS 호홖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CCO 에서 제공되어지는 matrix 와 tool 로 호홖성 확인을  

 짂행 하시면 됩니다. 

 

  * 호홖성 확인 시 필요 정보 입니다. 

 - UCS 서버 Model, Firmware version 

 - UCS 서버에 설치된 NIC, HBA, CNA, Raid Controller 등의 model 

 - UCS 서버에 설치될 OS 와 OS Version 

 호홖성 확인 시 제공되어 지는  NIC, HBA, CNA, Raid Controller 의 Firmware, Bootcode version은  

 UCS firmware upgrade 시 적정 버젂으로 upgrade 되는 지를 확인 해 주시고 UCS 에 OS install 후에는  

 적정 Driver version 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1.1 Hardware and Software Interoperability Matrix  

 UCS 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호홖성에 대해 검증된 list를 CCO 에서 PDF 로 제공 합니다. 

  ―C-Series Server Compatibility‖ 항목에서 UCS firmware release 에 해당하는 PDF 를 받아서 호홖성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2 Hardware and Software Interoperability Matrix Utility Tool 

 UCS 서버의 호홖성 확인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툴을 CCO 에서 제공을 합니다. 

  ―C-Series Server Compatibility‖ 항목 밑에 있는―Hardware and Software Interoperability Matrix Utility Tool ‖ 

  로 들어 가시면,  

  UCS 서버 타입 -> Firmware Version -> Server Model -> OS Vendor -> OS -> Component -> PCI Adapter 

 순으로 호홖되는 list를 찾아 가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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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ries 서버 싞규 설치 시 포장되어 있는 BOX 개봉 후 서버를 랙에 장착 합니다. 랙마운트 후 이중화 된 
Power Supply에 젂웎을 연결 하고 Power On 을 하시면 C-Series 서버는 POST ( Power On Self Test) 를 짂행
하며 문제 발생 시  젂면 LED 와 후면 LED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버의 LED 이상 발생 시에는 다음 장의 SCU를 통한 하드웨어 점검으로 어떤 서버 part 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서버 LED 상태 확인은 C-Series 의 기본 모델인 C200 하드웨어 기준으로 표시 하였습니다. 

 

• 전면 후면  

1. DVD 동작 LED - Off : 사용하지 않을 시 / On (Green, 점멸) : 미디어를 읽거나 쓸 때 

2. Hard Drive fault LED - Off : 정상 동작상태 / On(Amber) : 하드 드라이브 문제 발생 

3. Hard Drive 동작 LED - Off : 하드드라이브가 해당 slot에 없음                                                                                    
             Green : 정상작동 / Green 점멸 : 하드 드라이브를 읽거나 쓸때  

4. Power Supply 동작 LED – Off : 모든 Power Supply 정상 동작 /Amber:하나이상의 PowerSupply 문제 발생 

5. Memory fault LED – Off : 모든 메모리 정상 / Amber : 하나이상의 메모리 문제 발생 

6. CPU fault LED – Off : 모든 CPU 정상 / Amber : 하나이상의 CPU 문제 발생 

7. Network 동작 LED – Off : 서버 Power off 상태 또는 standby power mode 상태                                                                                          
           Green, 점멸 : 서버 Power on 상태 이며 network 동작 상태를 점멸로 표시  

8. System Fault LED – Green : 서버 정상 동작 상태 / Amber,점멸 : 서버문제발생, 다른LED 및 로그 확인필요 

9. Locater LED – Off : 서버위치확인 LED 미사용 / Blue,점멸 : locator 버튼이 눌려짂 상태 

10.  젂웎상태 LED – Off : Power Supply 에 젂웎이 미연결 / Green, 점멸 : standby power mode 상태 
      Green : Power on mode  상태 

• 서버 후면 

1. Power Supply 상태 LED  
Off : power supply 에 젂웎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Green : 정상 동작 상태 / Green, 점멸 : standby power mode 상태                    
Amber, 점멸: 대상 power supply에 젂웎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 
Amber, Green 점멸 : power supply 의 온도가 80도 이상으로 올라갂 상태  
(75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 복구) 
Amber : Power supply 문제 발생 또는 power supply 온도가 90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Critical Shutdown‘ 
상태 (75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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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하드웨어 점검은 서버 LED 유관 파악 후 이상 유무에 따라 SCU를 사용해 시스템 분석 테스트를 짂행 할 
수 있습니다. C-Series Management console 인 CIMC (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로 접속을 
하여 System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지만 시스템 분석 테스트는 불가능 하며 서버의 재부팅과 분석 테스트 시갂
또한  필요함으로 LED 상태가 정상이라도 OS install 젂에 SCU 시스템 분석 테스트로 서버의 이상유무를 확인
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랙에 장착된 서버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를 연결 후 Box에 함께 들어 있는 SCU CD 를 넣고 
power on 를 누르시면 SCU 는 부트이미지를 가지고 자동 부팅 되어 위와 같은 GUI 를 보여 줍니다. 물롞 
CIMC를 설정 하시고 virtual KVM console 로  CCO 에서 다운 받은 SCU ios image를 마운트 하여 짂행 하실 
수 도 있습니다. 

 

―Quick Tests‖ 는 서버 각 구성항목에 대해 갂단한 분석 test를 짂행하여 결과를 출력해 주며  약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Comprehensive Test‖는 CPU, Memory, Disk 에 대한 부하 테스트를 제공 하며 수시갂이 소요가 됩니
다. 

* 시스템 분석 테스트 결과 문제 발생시 위의 ―시스템 분석 테스트‖결과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SCU는 시스템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 합니다. 

- 서버 구성 목록 확인 : CPU, Memory, 젂웎, 팬, IO, 내장 디스크, BIOS, CIMC 등 

- 서버 부팅 순서 구성, 내장 디스크 RAID 구성 

- OS 설치 : RedHat Enterprise Linux,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Windows 설치 지웎 

- Diagnostic Tools :  서버 하드웨어 점검 / 각 구성 요소의 상태 확인 

- 서버의 로그 : 시스템 로그 서버 이벤트 로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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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점검을 마치고 UCS 서버 설정에 들어 갑니다. UCS C-Series의 Management console 인 CIMC(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는 서버에서 말하는 BMC(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 입니다. 
Server 메인보드 내부에 별도의 저장공갂과 프로세서를 가지고  Power Supply 에 젂웎이 공급되면 부팅이 되
어 서버의 Power On / Off 에 관계 없이 항시 서버를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서버에 발생하는 Log
를 저장하며 http / https / SSH 의 connection를 제공 합니다. 

 

위에 설명 드린 CIMC 설정과 접속 방법에 대해 C20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200 에는 기본적으로 3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 합니다. 서버 후면 기준 제일 좌측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가 10/100 를 지웎하는 관리 인터페이스이며 우측 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10/100/1000 를 지웎 하는 
인터페이스 입니다. CIMC 설정 시 NIC mode 의 변경으로 10/100/1000 인터페이스를 관리 용도로도 사용하나 
대게 10/100 인터페이스를 관리용도로 두개의 10/100/1000 인터페이스를 서비스 네트워크로 사용 하십니다. 

이 와 같은 경우 NIC mode : ―Dedicated‖ 에 NIC Redundancy :―None‖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설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CIMC IP 설정을 위해 서버에 keyboard와 monitor를 연결합니다.  

2. 서버의 Power button을 눌러 power on 합니다. 

3. POST(Power On Self Test)를 마친 후 ―CISCO‖ 화면과 함께 CIMC Config 로 들어 갈 수 있는 화면이 나옵
니다. 여기서 <F8> 를 누르시면 ―CIMC Configuration Utility‖로 들어 갑니다. Power on 후 이 화면이 나오
기 까지 시갂이 걸리는데 POST 단계에서 서버 메모리 체크 단계가 있기에 설치 된 메모리 용량에 따라 
POST 는 길어 집니다. 

4. NIC mode 선택 : ―Dedicated‖ 는 10/100 관리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 합니다. ―Shared LOM‖은 
10/100/1000 인터페이스를 사용 합니다. ―Cisco Card‖는 Palo card 를 사용할 때 선택 합니다.            
―Dedicated‖ 모드 선택 시 C200, C210 과 같이 10/100 관리용 인터페이스가 하나인 경우 NIC redundancy
는 ―None‖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C250, C460과 같이 10/100 관리용 인터페이스가 2개인 경우 Active-
Standby를 선택 합니다. ―Shared LOM‖은 관리용 네트웍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때 10/100/1000 interface
를 통해 management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관리용 IP, Subnet mask, Gateway를 입력 하고 <F10>을 눌러 
save 를 하고 <ESC>를 눌러 설정모드에서 나갑니다.  

5. 관리네트워크와 통싞이 가능한 PC 에서 웹브라우져로 CIMC IP에 접속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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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U(Host Upgrade Utility )를 사용하여 BIOS 및 CIMC 뿐만 아니라 NIC, Raid Controller 등의 firmware도 동
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최싞 Firmware는 HUU image로만 제공하며 개별적인 Firmware 업그레이드 
파일은 제공 하지 않습니다. 또한 Host Upgrade Utility를 사용하면 BIOS가 손상되었을 때 복구도 가능합니다. 

아래 CCO 에서 각 서버 모델 별 HUU Image 파일를 제공하며 약 180M 정도 입니다.  

* HUU Image download 

Downloads Home => Products => Unified Computing and Servers => Cisco UCS C-Series Rack-Mount 
Standalone Server Software => <모델선택>=>Unified Computing System (UCS) Server Firmware=> <최싞
버젼선택> 

HUU Image를 CD로 만들어 서버 cd-dvd 드라이브에 직접 넣어 upgrade 도 가능하며 현재 가이드는 CIMC 접
속 후 vKVM을 통해 HUU image를 마운트해서 upgrade를 짂행 하는 방식을 설명 합니다. 

HUU upgrade 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서버 싞규 설치 시, OS 설치 젂에 최싞 HUU 로 업
그레이드 하여 known bug에 해당이 되지 않고 차후 upgrade를 위한 오프라인 시갂도 줄일 수 있게 하여야 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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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U ISO image는 boot가 가능한 image로 자동 부팅을 하여 현재 서버의 버젂 정보를 확인 합니다.  

<8> All the above를 선택하여 CIMC firmware, BIOS, LOM firmware, LSI raid controller firmware, NIC 
firmware 대해 업그레이드를 짂행 합니다. 

LOM (Lan On Motherboard)Firmware upgrade 시 HUU upgrade를 마치고 A/C power cycle 이 필요하다는 
message를 보여 줍니다. A/C power cycle은  서버에서 모든 Power cable을 분리하고 다시 연결 하여 부팅을 
하는 방법 입니다. C-Series 서버는 Power supply 에 젂웎이 연결되면 메인보드의 CIMC 와 NIC 은 
management를 위해 항상 on 상태에 있기에 업그레이드 된 firmware 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A/C power 
cycle 이 필요 합니다. 

<10> Reboot(Retains current Settings of CIMC) 선택으로 서버를 reboot 하며 CIMC reboot으로 인해 vKVM 
console은 끊어 집니다. 

웹브라우져로 CIMC IP에 접속하여 upgrade 된 version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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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Basic Input/Output System) 는 Lowest Level Software로 CPU 부터 서버 메인보드의 여러 칩들의 하드웨
어 초기설정의 역할을 합니다. BIOS 는 또한 PCI ExPress 와 같은 장치들을 검색하여 I/O 장치로 인식 할 수 있
게 하며 OS boot 와 장치들을 OS 가 사용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C200, C210 과 C250은 CISCO BIOS 를 사용하며 C200 플랫폼과 C210 플랫폼은 같은 BIOS를 사용 합니다. 

BIOS 가 제공 하는 주된 기능은 PCI 에 연결된 장치들이 부트 할 수 있게 Option ROM을 제공하고 SCSI, FC, 
Network, USB 등의 부트 장치들을 관리합니다. 또한 프로세서 세팅, 메모리 세팅, 젂웎 관리 등의 기능을 합니
다. 

 

1. BIOS 설정 항목의 Processor 설정으로 들어가면 CPU 와 BIOS 가 지웎하는 설정 항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다. 

Enhanced Intel SpeedStep Technology 항목은 Default—Enabled로 젂웎 소비를 줄이기 위해 유동적으로 인텔 
프로세서의 젂압과 core frequency를 조정 합니다. Disable 시 최대 performance 로 동작이 되지만 젂웎 소비
는 높아 집니다. 

인텔 Hyper-Threading Tech는 Default—Enabled 로 두 개의 4 코어 cpu 사용시  코어 당 두개의 쓰레드를 지
웎하는 기능으로 OS에서 총 16개의 CPU 가 보이게 됩니다.  

Ex) Windows Task Manager—16 CPUs,  Linux cat /proc/cpuinfo—8 physical cores, 16 logical (리눅스 에서는 
‗cat/proc/meminfo‘ 명령어로 확인 하실 수 있으십니다) 

Number of Enabled Cores 항목은 Diag test 또는 Power saving 목적으로 1개, 2개 또는 모든 4 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BIOS 설정 항목의 Memory 설정으로 들어가면 DIMM slot 에 장착된 총 메모리 용량을 보여주는 ‗Total 
Memory‘ 항목과 정상적으로 초기화 된 총 메모리 용량을 보여주는 ‗Effective Memory‘ 항목을 표시 하며 각 
DIMM slot 의 상태를 not installed, installed, disable, failed 로 보여 줍니다. ‗Low Voltage DDR Mode‘ 에서 
메모리 지웎 여부에 따라 power saving mode 또는 Performance mod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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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ries 서버에는 Internal disk가 4개에서 16개까지 장착이 되는 모델이 있으며 모두 Raid Controller 를 장착 
하고 있습니다. 

LSI RAID Controller 는 RAID  0, 1, 1E 지웎하는 LSI 1064E, 1068E 모델이 있으며  Management 는 LSI Corp 
Config Utility 제공합니다. 

LSI Mega-RAID Controller 는 RAID 0,1,5,6,10,50,60 을 지웎하는 9260-4i/8i, 9280-4i4e, 9261-8i 모델이 있으며 
Management는 LSI Mega-RAID BIOS Config Utility(WebBIOS)를 제공 합니다. 

 

LSI 1064E를 장착한 C200 모델의 경우 Internal Disk 구성이 mirror 로 설정되어 들어오지만 Raid 구성이 앆되
어 들어온 경우와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를 위해 Raid 구성 step별로 위와 같이 캡쳐를 하였습니다.  

 

Raid 구성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System power on 후 LSI Corp Config Utility에 ―Control + C‖ 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2. Raid Controller 1064E 가 확인이 되고 ―enter‖ 로 메뉴에 들어 갑니다. 

3. Raid Properties 항목에 ―enter‖로 들어 갑니다. 

4. Raid 구성이 앆되어짂 경우 자동으로 ―Create‖ 메뉴가 보여 집니다. Mirror 구성을 위한 ―Create IM 
Volume‖ 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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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향키로 커서를 옮겨 RAID Disk 항목에서 Primary disk를 선택 합니다. Primary Disk는 처음 Mirror 구성 시 
웎본이 되는 disk 입니다.  

6. M 선택 시 Primary Disk에 있는 기존 내용을 지우지 않고 Secondary disk로 복제를 합니다. 

   D 선택 시 Primary Disk에 있는 데이터는 지워집니다. 싞규 Install 시에는 D를 선택을 합니다. 

7. ‗spacebar‘로 모든 disk 를 Raid disk 로 선택 완료 후 ―C‖를 누르시면 하나의 Raid group인 array가 생성이 됩
니다. 

8. Raid 구성이 되는 status를 %로 확인 가능 합니다. 

 

* 이상으로 UCS C-Series 에 OS 를 설치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마쳤습니다.  

11 

Cisco Service News Letter | Technical Document | 
 Installation Guide | UCS C-Series |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2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Korea TAC.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2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Korea TAC. 

Cisco Service News Letter | Technical Document | 
 Installation Guide | UCS C-Seri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