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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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증도 없이 제공됩니다. 모든 제품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동봉된 제품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제한 보증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 패킷에 설명되어 있으며 본 참조 문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또는 제한
된 보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CISCO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복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다음 정보는 클래스 A 디바이스의 FCC 준수 관련 정보입니다. 이 장비에 대해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FCC 규칙 Part 15에 따른 클래스 A 디지털 디바이스의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장비를 상업 환경에서 작동하는 경우 유해한 간섭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를 생성, 사
용 및 방사할 수 있으며 지침 매뉴얼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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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FCC 규칙 Part 15에 따른 클래스 B 디지털 디바이스의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장비를 가정에 설치하는 경우 유해한 간섭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
용 및 방사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이 장비가 라디오 또는 TV 수신을 간섭하는 경우(장비를 껐다 켜 보면 확인 가능) 사용자는 다음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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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을 수정하는 행위는 Cisco에서 승인하지 않으며 이 행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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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198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여기에 명시된 다른 모든 보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급업체의 모든 문서 파일 및 소프트웨어는 모든 결점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CISCO 및 위에 언급된 모
든 공급업체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타인의 권리 비침해 또는 처리, 사용,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단, 이에 한하지 않음) 묵시적
이든 명시적이든 모든 종류의 보증을 부인합니다.
CISCO 또는 그 공급자는 이 설명서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모든 파생적, 부수적, 직접, 간접, 특별, 징벌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영업 이익 손실, 영업 중단, 영업
정보 손실, 또는 그 밖의 금전적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CISCO 또는 그 공급자가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전화 번호는 실제 주소와 전화 번호가 아닙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예제, 명령 표시 출력, 네트워크 토폴로지 다이어그
램 및 다른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이며, 실제 IP 주소나 전화 번호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의도하지 않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Cisco and the Cisco logo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Cisco and/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o view a list of Cisco trademarks, go to this URL: http://

www.cisco.com/go/trademarks. Third-party trademarks mentioned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The use of the word partner does not imply a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Cisco and any other company. (11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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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약 정보
• 외부 기능 개요, 1 페이지
• 외부 기능, 1 페이지
• 시스템 기능 표, 3 페이지

외부 기능 개요
Cisco UCS M4308 모듈형 섀시 및 해당 구성 요소는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의 일부입
니다. Cisco UCS M4308 모듈형 섀시는 8개의 단일 너비 또는 4개의 이중 너비 모듈형 컴퓨팅 카트리
지 슬롯이 포함된 2U, 랙 마운트 서버입니다. 이 시스템은 Cisco UCS Manager 소프트웨어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독립형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외부 기능
그림 1: Cisco UCS M4308 섀시 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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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약 정보
외부 기능

1

전면 패널 빠른 상태 LED

7

섀시 분리 레버(각 손잡이에 1개씩 있
음)

2

컴퓨팅 카트리지 슬롯 1

8

컴퓨팅 카트리지 슬롯 8

3

컴퓨팅 카트리지 슬롯 2

9

컴퓨팅 카트리지 슬롯 7

4

컴퓨팅 카트리지 슬롯 3

10

컴퓨팅 카트리지 슬롯 6

5

컴퓨팅 카트리지 슬롯 4

11

컴퓨팅 카트리지 슬롯 5

6

슬롯 열거 맵

그림 2: Cisco UCS M4308 섀시 후면 패널

1

PCIe 슬롯

9

장치 식별 버튼/LED

2

SSD(Solid-State Drive)(슬롯 1)

10

시스템 상태 LED

3

SSD(Solid-State Drive)(슬롯 3)

11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4

SSD(Solid-State Drive)(슬롯 2)

12

QSFP 커넥터, 포트 1(하단) 및 2(상단)

5

SSD(Solid-State Drive)(슬롯 4)

13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6

PSU 1

14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7

접지 러그

15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8

PSU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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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약 정보
시스템 기능 표

그림 3: Cisco UCS M4308 섀시 전면 패널 빠른 상태 LED

1

장치 식별 버튼/LED

5

온도 상태 LED

2

전원 상태 LED

6

전원 공급 장치 상태 LED

3

시스템 상태 LED

7

네트워크 활동 LED

4

팬 상태 LED

시스템 기능 표
섀시

2RU(rack unit) 섀시.

모듈형 컴퓨팅 카트리지 최대 8개의 단일 너비 또는 최대 4개의 이중 너비 모듈형 컴퓨팅 카트리
슬롯
지.
전원

1400W 전력 공급 장치 2개, 1+1로 이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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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약 정보
시스템 기능 표

디스크 관리

전용 내부 PCIe 소켓에 연결되는 Cisco 12G 모듈형 RAID 컨트롤러 카드
1개.

네트워크 I/O

QSFP 40Gbps 업링크 2개.

냉각

전면에서 후면으로 냉각되는 핫스왑 가능한 내부 팬 6개. 각 전력 공급 장
치에는 1개의 팬이 포함됨.

SSD(Solid-State Drive)

SAS 또는 SATA 드라이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SSD(Solid-State Drive)
최대 4개.

PCIe 확장

• 외부 방향: 절반 높이, 절반 너비, x8 소켓 1개
• 내부: RAID 컨트롤러 카드를 위한 전용 x8 소켓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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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섀시 포장 풀기 및 검사, 5 페이지
• 랙 요구 사항, 6 페이지
• 설치 지침, 6 페이지
• 랙에 서버 설치, 8 페이지
• 초기 서버 설정, 14 페이지

섀시 포장 풀기 및 검사
주의

팁

참고

섀시 구성 요소를 다룰 때 ESD 스트랩을 착용하고 캐리어 에지로만 모듈을 다루어야 합니다.

나중에 섀시를 배송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배송 컨테이너를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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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단계 1

카드보드 컨테이너에서 섀시를 꺼냅니다. 모든 포장재를 보관합니다.

단계 2

배송 내용을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제공한 장비 목록과 비교하고 모든 항목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3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하거나 손상된 곳이 있으면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알립니
다.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 배송업체 송장 번호(배송 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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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랙 요구 사항

• 손상된 장치의 모델 및 일련 번호
• 손상에 대한 설명
• 손상이 설치에 미친 영향

랙 요구 사항
이 섹션에서는 외부 대기 온도 범위가 10~35°C(50~95°F)라고 가정했을 때, Cisco UCS M4308 모듈형
섀시를 표준 개방형 랙에 설치하는 경우의 요구 사항을 제공합니다.

참고

방해물이 있는 랙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방해물은 FRU(Field-Replaceable Unit: 현장 교체
장치)에 대한 액세스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Cisco R Series 랙이 적합한 옵션입니다. 다른 랙을 사용할 경우, 랙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어야 합니다.
• 표준 48.3cm(19인치) 4포스트 EIA 랙, 최소 100cm(39.4인치) 깊이 - ANSI/EIA-310-D-1992 섹션
1을 준수하는 영국 범용 홀 간격에 부합하는 마운팅 레일 포함
• 원형 홀 어댑터 키트가 사용되지 않는 한, 랙에 있는 레일의 마운팅 홀은 사각형이어야 합니다.
• 섀시와 함께 제공된 툴이 필요 없는 랙 마운트 키트가 필요합니다. 각 인클로저와 함께 제공된
조정 가능한 랙 레일은 73.66cm(29인치)에서 88.9cm(35인치)로 확장됩니다.
• 전면 및 후면 도어 - 서버 랙에 닫는 전면 도어와 후면 도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도어에는 65%의
홀이 뚫린 개방 공간이 위에서 아래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알맞은 공기 흐름을 허용해야 합니다.

주의

항상 빈 패널을 사용하여 랙의 모든 나머지 비어 있는 전면 패널 U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정렬은 알맞은 공기 흐름을 유지합니다. 랙을 빈 패널이 없는 상
태로 사용할 경우 냉각이 올바르게 되지 않아 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랙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섀시당 최소 2RU(랙 유닛)(8.9 cm, 3.5인치)의 수직 랙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설치 지침
섀시를 설치할 경우 다음 지침을 준수합니다.
• 섀시 설치에 앞서 사이트 컨피그레이션을 계획하고 사이트를 준비하십시오. .
• 섀시 정비 작업 및 알맞은 공기 흐름 유지를 위해 섀시 주변에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Cisco UCS M4308 모듈형 섀시 설치 가이드
6

설치
공기 흐름 고려 사항

• 공기 조절 장치가 환경 사양, 39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발열량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
다.
• 캐비닛 또는 랙이 랙 요구 사항, 6 페이지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이트 전력이 전원 사양, 37 페이지에 나열된 전력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UCS
시스템을 보호하려면 UPS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되지 않는 공급 장치를 사용할 경우
입력 공급 전압 변동 또는 오류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철공진(ferroresonant) 기술을 사용하는 UPS 유형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UPS 유형은 Cisco UCS
같은 시스템에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트래픽 패턴의 변화에 따라 전류 요구
량의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회로 크기가 지역 및 국가 규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북미의 경우, 전원 공급 장치에 20A 회로
가 필요합니다.
입력 전원 손실을 방지하려면 섀시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의 총 최대 부하가 전선 및 차단기의
전류 정격 내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섀시를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토크 값을 사용합니다.
◦ 나사 10~32개: 20in-lb

공기 흐름 고려 사항
섀시의 공기 흐름은 전면에서 후면으로 이동합니다. 섀시 전면의 블레이드 서버 및 전원 공급 장치
그릴을 통해 공기가 섀시로 들어가고, 섀시의 후면에 있는 팬 모듈을 통해 섀시 밖으로 공기가 나갑
니다. 적절한 공기 흐름을 위해 다음 지침을 따릅니다.
• 정상 작동을 위해 데이터 센터 전체에 걸쳐 주변 공기 흐름을 유지합니다.
• 공기 조절 요구 사항을 확인할 때 모든 장비의 발열량을 고려하십시오. 한 시스템의 배출구가
다른 시스템의 흡입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공기 흐름 요구 사항을 평가할 경우, 랙 하단의 장비에서 생성되는 열을 랙 위쪽에 있는 장비의
흡입 포트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 섀시 후면의 배출구가 최소 61cm(24in) 이상 가로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복잡
한 배선으로 인한 방해물도 포함됩니다.
• 밀폐형 랙이 사용된 경우, 전면 도어의 65%가 구멍이 뚫려 있어야 서버에 알맞은 공기 흐름이
유지됩니다.

Cisco UCS M4308 모듈형 섀시의 설치 참고 사항 및 경고
모든 설치 작업에 다음 참고 사항 및 경고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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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랙에 서버 설치

참고

경고!

시스템을 설치, 작동 또는 점검하기 전에 Regulatory Compliance and Safety Information for the Cisco
UCS M-Series Hardware에서 중요 안전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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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이 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근이 제한된 구역은 특수 도구, 자
물쇠와 열쇠 또는 기타 보안 수단을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명령문 1017

경고!

교육을 받은 적격 담당자만이 장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명령
문 1030

랙에 서버 설치
이 섹션에서는 랙에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레일 설치
절차
단계 1

서버의 측면에 안쪽 레일을 연결합니다 (그림 1 참조).
a) 안쪽 레일을 서버의 한쪽 옆면에 맞춰, 레일에 있는 키 슬롯 3개를 서버의 옆면에 있는 페그 3개와
맞춥니다.
b) 키 슬롯을 페그에 설정한 다음, 레일을 앞쪽으로 밀어 슬롯을 페그에 잠급니다. 전면 슬롯에는 전
면 페그를 잠그는 금속 클립이 있습니다.

Cisco UCS M4308 모듈형 섀시 설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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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레일 설치

c) 두 번째 안쪽 레일을 서버의 반대편에 설치합니다.
그림 4: 안쪽 레일을 서버의 측면에 연결

1

단계 2

서버의 전면

2

안쪽 레일의 잠금 클립

두 슬라이드 레일 어셈블리의 전면 고정 플레이트를 엽니다. 슬라이드 레일 어셈블리의 전면 끝에는
스프링식 고정 플레이트가 있으며, 랙 포스트 홀에 마운팅 페그를 삽입하려면 먼저 이 고정 플레이트
를 열어야 합니다.
어셈블리의 외부에 있는 녹색 화살표 버튼을 뒤쪽으로 밀어 고정 플레이트를 엽니다 (그림 2).
그림 5: 전면 고정 장치, 전면 끝 내부

단계 3

1

전면 마운팅 페그

2

랙 포스트

3

열린 위치로 다시 당겨진 고정 플레이트

랙에 슬라이드 레일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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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레일 설치

a) 1개의 슬라이드 레일 어셈블리 전면 끝을 사용하려는 전면 랙 포스트 홀에 맞춥니다. 슬라이드 레
일 전면 끝은 랙 포스트의 외부를 감싸며 마운팅 페그는 외부-전면에서 랙 포스트 홀로 들어갑니
다.
참고

랙 포스트는 마운팅 페그와 개방된 고정 플레이트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b) 마운팅 페그를 외부-전면에서 랙 포스트 홀에 밀어넣습니다.
c) "PUSH(밀기)"라고 표시된 고정 플레이트 분리 버튼을 누릅니다. 스프링식 고정 플레이트를 닫아
페그를 잠급니다.
d) 슬라이드 레일 길이를 조정한 다음, 후면 마운팅 페그를 해당 후면의 랙 포스트 홀에 밀어넣습니
다. 슬라이드 레일의 전면에서 후면까지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후면 마운팅 페그는 랙 포스트
의 내부에서 후면 랙 포스트 홀에 들어갑니다.
e) 두 번째 슬라이드 레일 어셈블리를 랙의 반대편에 연결합니다. 두 개의 슬라이드 레일 어셈블리는
서로 같은 높이이고 전면에서 후면까지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f) 각 어셈블리의 이너 슬라이드 레일을 랙 전면 쪽으로 잡아당겨 안쪽 정지 지점에 닿아 고정되게
합니다.
단계 4

슬라이드 레일에 서버를 끼웁니다.
주의
이 서버는 모든 구성 요소가 장착된 상태에서 최대 40.8kg(90파운드)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
습니다. 서버를 들어 올릴 경우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거나 기계 리프트를 사용하는 것
이 좋습니다. 혼자서 이 절차를 시도할 경우 부상을 입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a) 서버의 측면에 연결된 안쪽 레일을 랙에 있는 빈 슬라이드 레일의 전면 끝에 맞춥니다.
b) 안쪽 정지 지점에 닿아 멈출 때까지 안쪽 레일을 랙의 슬라이드 레일에 밀어넣습니다.
c) 분리 클립을 안쪽 레일의 후면 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전면 슬램 래치가 랙 포스트에 맞물릴 때까
지 랙에 서버를 계속 밀어넣습니다.
그림 6: 안쪽 레일 분리 클립

단계 5

1

안쪽 레일 분리 클립

2

서버에 연결된 안쪽 레일

랙 포스트에 연결된 바깥쪽 레일

(선택 사항) 슬라이드 레일과 함께 제공된 나사 2개를 사용하여 서버를 랙에 영구적으로 고정합니다.
서버가 설치된 랙을 이동하려면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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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레일 설치

서버를 슬라이드 레일에 완전히 밀어 넣은 상태에서, 서버의 전면에 있는 힌지 슬램 래치 레버를 열
고 레버 아래에 있는 홀을 통해 나사를 삽입합니다. 랙 포스트에 있는 레일의 고정 부분에 나사를 죄
고 서버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반대쪽 슬램 래치에 대해서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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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케이블 관리 암 설치(선택 사항)

케이블 관리 암 설치(선택 사항)
절차
단계 1

서버를 랙에 완전히 밀어 넣은 상태에서, 서버에서 가장 먼 CMA 암의 CMA 탭(부품 1)을 랙 포스트
에 연결된 고정 슬라이드 레일의 끝에 밀어 넣습니다. 딸각 소리가 나면서 잠길 때까지 탭을 레일의
끝에 밀어 넣습니다.

단계 2

서버에서 가장 가까운 CMA 탭(부품 2)을 서버에 연결된 안쪽 레일의 끝에 밀어 넣습니다. 딸각 소리
가 나면서 잠길 때까지 탭을 레일의 끝에 밀어 넣습니다.

단계 3

랙의 너비에 맞춰질 때까지 CMA 어셈블리의 반대쪽 끝에 있는 너비 조정 슬라이더를 빼냅니다.

단계 4

너비 조정 슬라이더의 끝에 있는 CMA 탭을 랙 포스트에 연결된 고정 슬라이드 레일의 끝에 밀어 넣
습니다. 딸각 소리가 나면서 잠길 때까지 탭을 레일의 끝에 밀어 넣습니다.

단계 5

각 플라스틱 케이블 가이드의 상단에 있는 힌지 플랩을 열고 케이블 가이드를 통해 원하는 대로 케이
블을 통과시킵니다.
그림 7: 슬라이드 레일 후면에 케이블 관리 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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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케이블 관리 암 뒤집기(선택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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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버에서 가장 가까운 암의 CMA 탭 및 4
서버에 연결된 안쪽 슬라이드 레일의 끝

3

너비 조정 슬라이더의 CMA 탭 및 바깥
쪽 고정 슬라이드 레일의 끝
서버의 후면

케이블 관리 암 뒤집기(선택 사항)
절차
단계 1

전체 CMA 어셈블리를 180도로 뒤집습니다. 플라스틱 케이블 가이드는 위쪽 방향으로 유지합니다.

단계 2

각 CMA 암의 끝이 탭을 뒤집어 탭이 서버의 후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단계 3

너비 조정 슬라이더의 끝에 있는 탭을 회전시킵니다. 탭의 외부에 있는 금속 버튼을 뗐다 잡은 상태
에서 탭을 180도 회전하여 탭이 서버의 후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림 8: CMA 뒤집기

1

너비 조정 슬라이더의 끝에 있는
CMA 탭

2

회전을 위한 금속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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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초기 서버 설정

초기 서버 설정
서버 연결 및 켜기
Cisco UCS Manager를 사용하여 구성 요소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중인
Cisco UCS Manager 버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는 다음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c/en/us/support/servers-unified-computing/ucs-manager/
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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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유지 보수
• 상태 LED, 15 페이지
• 시스템 구성 요소 교체 준비, 20 페이지
•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개요, 23 페이지

상태 LED
이 섹션에서는 LED를 사용하여 시스템 문제를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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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전면 패널 LED

전면 패널 LED
그림 9: 전면 패널 LED

1

시스템 장치 식별 버튼 및 LED

5

온도 상태 LED

2

시스템 전원 상태 LED

6

전원 공급 장치 상태 LED

3

시스템 상태 LED

7

네트워크 링크 활동 LED

4

팬 상태 LED

8

슬롯 열거 맵

1

장치 식별 버튼/LED

• 꺼짐 - 장치 식별 LED가 사용 중이 아닙니다.
• 파란색 켜짐 - 장치 식별 LED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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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전면 패널 LED

2

시스템 전원 버튼/전원 상
태 LED

• 꺼짐 - 시스템에 AC 전원이 없습니다.
• 황색 - 시스템이 대기 전원 모드입니다.
• 녹색 - 시스템이 주 전원 모드입니다. 전원이 모든 서버 구
성 요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3

시스템 상태

• 녹색 - 시스템이 정상 작동 상태로 실행 중입니다.
• 황색 - 시스템이 성능이 저하된 상태로 작동 중입니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원 공급 장치 이중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온보드 전류 및 전압 경고
◦ 카트리지 오류
◦ RAID 컨피그레이션에서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에 오
류가 발생했습니다.
• 황색, 깜박임 - 시스템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상태입니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팅이 실패했습니다.
◦ 치명적인 CPU 및/또는 버스 오류가 탐지되었습니다.
◦ 시스템이 과열 상태입니다.

4

팬 상태

• 녹색 - 모든 팬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황색 - 하나 이상의 팬 센서가 경고 임계값을 초과했습니
다.
• 황색, 깜박임 - 하나 이상의 팬 센서가 중대 임계값을 초과
했습니다.

5

온도 상태

• 녹색 - 시스템이 정상 온도에서 작동하는 중입니다.
• 황색 - 하나 이상의 온도 센서가 경고 임계값을 초과했습
니다.
• 황색, 깜박임—하나 이상의 온도 센서가 중대 임계값을 초
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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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후면 패널 LED

6

전원 공급 장치 상태

• 녹색 - 모든 전원 공급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습니
다.
• 황색 - 하나 이상의 전원 공급 장치가 성능이 저하된 상태
로 작동 중입니다.
• 황색, 깜박임 - 하나 이상의 전원 공급 장치에 중대한 오류
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7

네트워크 링크 활동

• 꺼짐 - 이더넷 링크가 유휴 상태입니다.
• 녹색 - 하나 이상의 이더넷 포트가 링크 활성 상태입니다.
• 녹색, 깜박임 - 하나 이상의 이더넷 포트 트래픽 활성 상태
입니다.

8

슬롯 열거 맵

컴퓨팅 카트리지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후면 패널 LED
그림 10: 후면 패널 LED

1 하드 드라이브 결함 LED(각 드라이브 트레이 7
에 있음)

40Gb QSFP 업링크 상태 LED

2 하드 드라이브 활동 LED(각 드라이브 트레이 8
에 있음)

40Gb QSFP 업링크 상태 LED

3 전력 공급 장치 결함 LED

1Gb 이더넷 링크 상태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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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지 보수
후면 패널 LED

4 전력 공급 장치 상태 LED

10 1Gb 이더넷 링크 속도 LED

5 장치 식별 LED

11 1Gb 이더넷 링크 상태 LED

6 장치 상태 LED

12 1Gb 이더넷 링크 속도 LED

1

하드 드라이브 결함

• 꺼짐 - 하드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황색 - 드라이브 결함이 탐지되었습니다.
• 황색, 깜박임 - 디바이스가 재구축 중입니다.
• 황색, 1초 간격으로 깜박임 - 드라이브 찾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

하드 드라이브 활동

• 꺼짐 - 하드 드라이브 트레이에 하드 드라이브가 없습니다(액세
스 없음, 결함 없음).
• 녹색 - 하드 드라이브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 녹색, 깜박임 - 하드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중입니
다.

3

전력 공급 장치 결함
LED

• 꺼짐 - 전력 공급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 황색, 깜박임 - 이벤트 경고 임계값에 도달했지만 전력 공급 장치
가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 황색 - 중대한 결함 임계값에 도달하여 전력 공급 장치가 종료되
었습니다.

4

전력 공급 장치 상태
LED

• 녹색 - 전력 공급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 중이며 시스템에 DC 전원
을 공급 중입니다.
• 녹색, 깜박임 - 전원 공급 장치가 꺼져 있고 콜드 이중화 모드입니
다.

5

장치 식별 LED

• 꺼짐 - 장치 식별 LED가 사용중이 아닙니다.
• 파란색 켜짐 - 장치 식별 LED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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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시스템 구성 요소 교체 준비

6

장치 상태 LED

• 꺼짐 - 시스템에 AC 전원이 없습니다.
• 황색 - 시스템이 스탠바이 전원 모드입니다.
• 녹색 - 시스템이 주 전원 모드입니다. 전원이 모든 서버 구성 요소
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7

40Gb QSFP 업링크 상
태 LED

8

40Gb QSFP 다운링크
상태 LED

9

1Gb 이더넷 링크 상태
LED

• 꺼짐 - 링크가 없습니다.
• 녹색 - 링크가 액티브 상태입니다.
• 녹색, 깜박임 - 액티브 링크에 트래픽이 있습니다.

10

1Gb 이더넷 링크 속도
LED

• 꺼짐 - 링크 속도가 10Mbps입니다.
• 황색 - 링크 속도가 100Mbps입니다.
• 녹색 - 링크 속도가 1Gbps입니다.

11

1Gb 이더넷 링크 상태
LED

• 꺼짐 - 링크가 없습니다.
• 녹색 - 링크가 액티브 상태입니다.
• 녹색, 깜박임 - 액티브 링크에 트래픽이 있습니다.

12

1Gb 이더넷 링크 속도
LED

• 꺼짐 - 링크 속도가 10Mbps입니다.
• 황색 - 링크 속도가 100Mbps입니다.
• 녹색 - 링크 속도가 1Gbps입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 교체 준비
이 섹션에서는 구성 요소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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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필수 장비

필수 장비
이 섹션의 절차를 수행할 경우 다음 장비가 사용됩니다.
• 2번 Phillips 헤드 나사돌리개

시스템 전원 끄기
정상적인 종료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전면 패널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뗍니다.
섀시가 대기 전원 상태로 종료되고, 전원 LED가 황색으로 표시됩니다.

단계 2

시스템의 모든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분리하여 시스템에서 모든 AC 전원을 완전히 제거합
니다.
주의
시스템에서 모든 전원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모든 전원 공급 장치에서 모든 전원 코드를 분
리해야 합니다.

시스템 전원 켜기
전원 코드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고 전원에 연결할 경우, 시스템에 전원을 켜면 대기 전원 모드
가 됩니다. 전면 패널의 전원 버튼/LED가 황색으로 켜집니다. 전원은 서버 노드 서비스 프로세서 및
냉각 팬에만 공급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다 떼서 시스템을 주 전원 모드로 부팅하며, 이는 전원 버튼/LED가 녹색으로 표시
됩니다.

섀시 커버 제거
이 시스템에는 윗면 커버가 1개 있습니다. 이 커버를 열면 팬 모듈을 비롯한 내부 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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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섀시 커버 제거

절차
단계 1

커버 래치 고정 장치가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져서 잠금이 해제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2

커버 래치를 들어 올려 분리합니다.

단계 3

커버를 섀시의 후면 쪽으로 밀어 제거합니다.

그림 11: 섀시 커버 제거

1

커버 래치

2

커버 래치 고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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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버

유지 보수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개요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 개요
이 섹션에서는 Cisco UCS M4308 Modular Server의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구성 요소 전면 패널
그림 12: Cisco UCS M4308 Chassis 전면 패널

1

Cisco UCS M142 Compute Cartridge(슬 5
롯 1)

Cisco UCS M142 Compute
Cartridge(슬롯 8)

2

Cisco UCS M142 Compute Cartridge(슬 6
롯 2)

Cisco UCS M142 Compute
Cartridge(슬롯 7)

3

Cisco UCS M142 Compute Cartridge(슬 7
롯 3)

Cisco UCS M142 Compute
Cartridge(슬롯 6)

4

Cisco M142 Compute Cartridge(슬롯
4)

8

Cisco M142 Compute Cartridge(슬
롯 5)

구성 요소 후면 패널
그림 13: Cisco UCS M4308 섀시 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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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Cisco UCS M142 Compute Cartridge 교체

1

PCIe 1(Cisco 지원 PCIe 카드만 사용)

5

SSD(Solid-State Drive)(슬롯 4)

2

SSD(Solid-State Drive)(슬롯 1)

6

전원 공급 장치 1

3

SSD(Solid-State Drive)(슬롯 3)

7

전원 공급 장치 2

4

SSD(Solid-State Drive)(슬롯 2)

Cisco UCS M142 Compute Cartridge 교체
이 섹션에서는 컴퓨팅 카트리지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최대 8개의
단일 너비 컴퓨팅 카트리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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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Cisco UCS M142 Compute Cartridge 교체

절차
단계 1

카트리지 잠금 장치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단계 2

카트리지 레버를 열어 분리합니다.

단계 3

카트리지를 섀시에서 밀어 빼냅니다.

그림 14: Cisco UCS M142 Compute Cartridge 제거

1

카트리지 고정 장치

2

카트리지 제거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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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섀시 내부

단계 4

카트리지를 설치하려면, 카트리지를 빈 베이(또는 이중 너비 카트리지용 베이)에 맞춥니다.

단계 5

후면 커넥터가 백플레인에 맞물릴 때까지 카트리지를 베이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습니다.

단계 6

카트리지 레버를 닫아 카트리지를 섀시에 고정합니다.

섀시 내부
이 절에서는 섀시 내부의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림 15: Cisco UCS M4308 섀시 구성 요소 개요

1

RAID 컨트롤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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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 공급 장치

유지 보수
내부 RTC 배터리 교체

2

PCIe 어댑터 카드

5

RTC 배터리

3

2GB 플래시백 캐시가 포함되는 RAID
배터리

6

팬 모듈(x6)

내부 RTC 배터리 교체
이 섹션에서는 내부 RTC의 배터리 교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터리를 잘못 교체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시에는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것과 같
거나 동급 유형인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사용한 배터리는 제조업체 지침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명
령문 1015
RTC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손가락만 사용하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는 금속 툴은 사용하지 마
십시오.
서버가 전원에서 분리되면 RTC(Real-Time Clock: 실시간 클록) 배터리에서는 시스템 설정을 유지합
니다. 배터리 유형이 CR2032입니다. Cisco에서는 대부분의 전자제품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업계
표준 CR2032 배터리를 지원합니다.

절차
단계 1

섀시의 전원을 끄고 모든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제거합니다.

단계 2

섀시에서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단계 3

마더보드의 세로 홀더에서 RTC 배터리를 찾습니다.

단계 4

RTC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손가락을 사용하여, 고정 클립에서 배터리를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단계 5

RTC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손가락을 사용하여, 배터리를 홀더에 부드럽게 끼워 넣습니다.
"+"로 표시된 배터리의 평평한 양극 쪽은 고정 클립 쪽을 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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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PCIe 어댑터 카드 교체

그림 16: 내부 RTC 배터리 위치

1

세로 홀더 안의 배터리 RTC

PCIe 어댑터 카드 교체
이 섹션에서는 내부 PCIe 컨트롤러 카드의 교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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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PCIe 어댑터 카드 교체

절차
단계 1

섀시의 전원을 끄고 모든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제거합니다.

단계 2

섀시에서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단계 3

기존 PCIe 카드를 제거합니다.
a) PCIe 슬롯 상단에 있는 리테이너를 엽니다. 힌지 PCIe 카드에서 꺼낼 때까지 리테이너 힌지를 열
어놓습니다.
b) PCI 카드의 양쪽 끝을 고르게 잡아당겨 마더보드의 소켓에서 제거합니다.

단계 4

새 PCIe 카드를 설치합니다.
a) 새 PCIe 카드를 마더보드의 빈 소켓 및 후면 패널 입구에 맞춥니다.
b) PCIe 카드의 양쪽 끝을 조심스럽게 아래로 눌러 회로 기판 커넥터를 마더보드의 소켓과 완전히 연
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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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PCIe 어댑터 카드 교체

c) PCIe 카드 상단에 있는 리테이너를 닫습니다.
단계 5

섀시의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단계 6

전원 코드를 교체하고 섀시의 전원을 켭니다.
그림 17: PCIe 어댑터 카드 교체

1

마더보드의 세로 소켓에 있는 PCIe 어댑터 2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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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e 카드 리테이너

유지 보수
RAID 컨트롤러 카드 교체

RAID 컨트롤러 카드 교체
이 섹션에서는 내부 RAID 컨트롤러 카드의 교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Cisco에서 지원하는 RAID 컨트롤러 카드만 교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1

섀시의 전원을 끄고 모든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제거합니다.

단계 2

섀시에서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단계 3

RAID 컨트롤러 카드를 제거합니다.
a) 케이블 연결 지점에서 RAID 배터리와 SAS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b) 손가락을 사용하여 RAID 컨트롤러 카드의 양쪽 끝을 위로 부드럽게 들어 올려 마더보드의 소켓
에서 해당 카드를 분리합니다.

단계 4

새 RAID 컨트롤러 카드를 설치합니다.
a) RAID 컨트롤러 카드를 마더보드의 소켓 및 정렬 기능에 배열합니다.
b) RAID 컨트롤러 카드의 양쪽 끝을 조심스럽게 아래로 눌러 회로 기판 커넥터를 마더보드의 소켓
과 완전히 연결합니다.
c) 케이블 연결 지점에서 RAID 배터리와 SAS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단계 5

섀시의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단계 6

전원 코드를 교체하고 섀시의 전원을 켭니다.
그림 18: RAID 컨트롤러 카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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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SSD(Solid State Drive) 교체

1

RAID 컨트롤러 카드

2

RAID 배터리 케이블 연결 지점

3

SAS 케이블 연결 지점

SSD(Solid State Drive) 교체
이 섹션에서는 SSD(Solid State Drive) 교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이 드라이브 설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SSD를 설치할 경우, 가장 번호가 작은 베이에 먼저 드라이브를 추가합니다.
• 적절한 공기 흐름을 유지하려면 사용되지 않는 베이의 빈 드라이브의 트레이는 비워 둡니다.

팁

운영 중 장착 가능하기 때문에 SSD를 교체하기 위해 서버를 종료하거나 전원을 끌 필요가 없습니
다.

절차
단계 1

SSD를 제거합니다.
a) SSD 분리 버튼을 누릅니다. 분리 레버가 표시됩니다.
b) 이젝터 레버를 잡아당겨 드라이브를 베이에서 분리하고 제거합니다.

단계 2

새 SSD를 설치합니다.
a) 이젝터 레버가 열린 상태에서 빈 드라이브 베이에 SSD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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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팬 모듈 교체

b) 트레이가 백플레인에 닿을 때까지 베이에 밀어 넣은 다음 이젝터 레버를 닫아 드라이브를 고정시
킵니다.
그림 19: SSD(Solid State Drive) 교체

1

SSD 분리 버튼

SSD 이젝터 레버

2

팬 모듈 교체
운영 중 교체 가능하기 때문에 팬 모듈을 교체하기 위해 서버를 종료하거나 전원을 끌 필요가 없습니
다.

주의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에는 팬 모듈을 1개만 제거합니다. 1개 이상의 팬 모듈을 제거하면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냉각을 유지하려면 팬 모듈이 제거된 상태에서 서버를 1분 이상 작동
하지 마십시오.

절차
단계 1

섀시에서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단계 2

팬 모듈을 제거합니다.
a) 엄지와 검지를 팬 모듈에 있는 분리 래치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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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전원 공급 장치 교체

b) 래치를 부드럽게 쥐어 팬 모듈을 분리합니다.
c) 팬 모듈을 위로 밀어 올려 섀시에서 빼냅니다.
단계 3

새 팬 모듈 설치
a) 새 팬 모듈을 제자리에 고정하여, 팬 모듈의 하단에 있는 커넥터를 마더보드의 커넥터와 맞춥니
다.
b) 래치가 딸각 소리가 나면서 잠길 때까지 팬 모듈을 부드럽게 아래로 누릅니다.

단계 4

섀시의 상단 커버를 교체합니다.

그림 20: 팬 모듈 교체

1

팬 모듈 번호

2

공기 흐름 방향(전면에서 후면으로)

3

팬 모듈 분리 래치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이 섹션에서는 전원 공급 장치의 교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버에는 하나 이상의 전원 공급 장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가 2개 설치된 경우 1+1
로 이중화됩니다.

참고

서버를 전원 공급 장치 이중화(전원 공급 장치 2개)를 포함하여 주문한 경우, 1+1로 이중화되므로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서버의 전원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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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절차
단계 1

교체하려는 전원 공급 장치를 꺼내거나 빈 베이에서 빈 패널을 꺼냅니다.
a) 교체하려는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제거합니다.
b) 분리 레버를 손잡이 쪽으로 쥐는 한편 전원 공급 장치 손잡이를 잡습니다.

단계 2

새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합니다.
a) 전원 공급 장치 손잡이를 잡고 빈 베이에 새 전원 공급 장치를 삽입합니다.
b) 분리 레버가 잠길 때까지 전원 공급 장치를 베이에 밀어 넣습니다.
c) 전원 코드를 새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합니다.

그림 21: 전원 공급 장치 교체

1

전원 공급 장치 손잡이

2

전원 공급 장치 분리 레버

Cisco UCS M4308 모듈형 섀시 설치 가이드
35

유지 보수
전원 공급 장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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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록

사양
• 물리적 크기 및 무게, 37 페이지
• 전원 사양, 37 페이지
• 환경 사양, 39 페이지

물리적 크기 및 무게
표 1: Cisco UCS M-Series Modular Server

설명

사양

높이

8.9cm(3.5in)

너비

44.5cm(17.5in)

깊이

83.9cm(33in)

무게(섀시에 카트리지가 모두 장착 34.0kg(75lb)
된 상태)

전원 사양
다음 표에는 버전 2 1400W 전원 공급 장치(Cisco 부품 번호 UCSC-PSU2V2-1400W)의 전원 사양이 나
와 있습니다.
설명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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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전원 사양

AC 입력 전압

공칭 범위: 200~240VAC
(범위: 180~264VAC)

AC 입력 주파수

공칭 범위: 50~60Hz
(범위: 47~63Hz)

최대 AC 입력 전류

200VAC에서 8.5A

최대 입력 VA

1700VA

전원 공급 장치별 최대 출력

200~240VAC에서 1400W

최대 돌입 전류

35A(하위 사이클 지속시간)

최대 유지 시간

1400W에서 12ms

전원 공급 장치 출력 전압

12VDC

전원 공급 장치 대기 전압

12VDC

효율 등급

Climate Savers Platinum Efficiency(80Plus Platinum
인증)

폼 팩터

RSP1

입력 커넥터

IEC320 C14

다음 표에는 버전 1 1400W 전원 공급 장치(Cisco 부품 번호 UCSC-PSU2-1400W)의 전원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

사양

AC 입력 전압

공칭 범위: 200~240VAC
(범위: 180~264VAC)

AC 입력 주파수

공칭 범위: 50~60Hz
(범위: 47~63Hz)

최대 AC 입력 전류

200VAC에서 8.5A

최대 입력 VA

1700VA

전원 공급 장치별 최대 출력

200~240VAC에서 1400W

Cisco UCS M4308 모듈형 섀시 설치 가이드
38

사양
환경 사양

최대 돌입 전류

35A(하위 사이클 지속시간)

최대 유지 시간

1400W에서 12ms

전원 공급 장치 출력 전압

12VDC

전원 공급 장치 대기 전압

12VDC

효율 등급

Climate Savers Platinum Efficiency(80Plus Platinum
인증)

폼 팩터

RSP1

입력 커넥터

IEC320 C14

환경 사양
표 2: 섀시의 환경 사양

설명

사양

작동 온도:

+5°C~+35°

비작동 온도:

-40°C~65°C

작동 습도:

10~90% 상대 습도, 비응결, 최대 습구 온도 28°C

비작동 습도:

작동 제한 상대 습도는 5~93%, 비응결, 최대 습구 온
도 28°C

작동 고도:

0~3048m

비작동 고도:

0~12,000m

작동 충격:

15.0G 수직, xx.0G 수평, 3msec, 반 사인 파장

비작동 충격:

부채형 맥파 20 최소 첨두 가속도 입력, 부채형 맥파
25 최대 대첨두 가속도 입력.
1.88 최소 속도 변경(m/s)
74 최소 속도 변경(in/s)

작동 진동:

5Hz~500Hz에서 0.27G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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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환경 사양

설명

사양

비작동 진동:

2Hz~500Hz에서 0.51Grms

작동 음향 노이즈:

38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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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록

전원 코드 사양
이 부록에서는 지원되는 전원 케이블의 사양을 소개합니다.
• 지원되는 AC 전원 코드 및 플러그, 41 페이지
• AC 전원 코드 그림, 44 페이지

지원되는 AC 전원 코드 및 플러그
각 전원 공급 장치에는 별도의 전원 코드가 있습니다. 표준 전원 코드 또는 점퍼 전원 코드를 사용하
여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퍼 전원 코드는 표준 전원 코드 대신 사용 가
능한 옵션입니다.

참고

공인 전원 코드 또는 섀시와 함께 제공된 점퍼 전원 코드만 지원됩니다.
표 b-1에는 서버 전원 공급 장치용 전원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

길이

전원 코드 참조 그림

SFS-250V-10A-AR

2.5m(8.2ft)

그림 B-1

2.5m(8.2ft)

그림 B-2

전원 코드, 250VAC 10A IRAM
2073 플러그
아르헨티나
CAB-9K10A-AU
250VAC 10A 3112 플러그,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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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 사양
지원되는 AC 전원 코드 및 플러그

설명

길이

전원 코드 참조 그림

SFS-250V-10A-CN

2.5m(8.2ft)

그림 B-3

2.5m(8.2ft)

그림 B-4

2.5m(8.2ft)

그림 B-5

2.5m(8.2ft)

그림 B-6

2.5m(8.2ft)

그림 B-7

2.5m(8.2ft)

그림 B-8

2.5m(8.2ft)

그림 B-9

2.0m(6.6ft)

그림 B-10

전원 코드, 250VAC 10A GB 2009
플러그
중국
CAB-9K10A-EU
전원 코드, 250VAC 10A M 2511
플러그
유럽
SFS-250V-10A-ID
전원 코드, 250VAC 16A EL-208
플러그
남아프리카, 아랍에미리트, 인도
SFS-250V-10A-IS
전원 코드, 250VAC 10A SI32 플
러그
이스라엘
CAB-9K10A-IT
전원 코드, 250VAC 10A CEI
23-16 플러그
이탈리아
CAB-9K10A-SW
전원 코드, 250VAC 10A MP232
플러그
스위스
CAB-9K10A-UK
전원 코드, 250VAC 10A BS1363
플러그(13A 퓨즈)
영국
CAB-AC-250V/13A
전원 코드, 250VAC 13 A
IEC60320 플러그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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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 사양
지원되는 AC 전원 코드 및 플러그

설명

길이

전원 코드 참조 그림

CAB-N5K6A-NA

2.5m(8.2ft)

그림 B-11

0.68m(2.2ft)

그림 B-13

2.0m(6.6ft)

그림 B14

3.0m(9.8ft)

그림 B-15

전원 코드, 250VAC 13A NEMA
6-15 플러그
북미
CAB-C13-CBN
캐비닛 점퍼 전원 코드, 250VAC
10A,
C13-C14 커넥터
CAB-C13-C14-2M
캐비닛 점퍼 전원 코드, 250VAC
10A,
C13-C14 커넥터
CAB-C13-C14-AC
캐비닛 점퍼 전원 코드, 250VAC
10A,
C13-C14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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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 사양
AC 전원 코드 그림

AC 전원 코드 그림
이 섹션에는 AC 전원 코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22: SFS-250V-10A-AR

그림 23: CAB-9K10A-AU

그림 24: SFS-250V-10A-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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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 사양
AC 전원 코드 그림

그림 25: CAB-9K10A-EU

그림 26: SFS-250V-10A-ID

그림 27: SFS-250V-10A-IS

그림 28: CAB-9K10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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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 사양
AC 전원 코드 그림

그림 29: CAB-9K10A-SW

그림 30: CAB-9K10A-UK

그림 31: CAB-AC-250V/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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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 사양
AC 전원 코드 그림

그림 32: CAB-N5K6A-NA

그림 33: CAB-C13-CBN, 점퍼 전원 코드(0.68m)

그림 34: CAB-C13-C14-2M, 점퍼 전원 코드(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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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 사양
AC 전원 코드 그림

그림 35: CAB-C13-C14-AC, 점퍼 전원 코드(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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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Cisco UCS 문서
문서 로드맵
모든 B-Series 문서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URL http://www.cisco.com/go/unifiedcomputing/b-series-doc
에 있는 Cisco UCS B-Series Servers Documentation Roadmap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C-Series 문서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다음 URL에 있는 Cisco UCS C-Series Servers Documentation
Roadmap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unifiedcomputing/c-series-doc
관리를 위해 UCS Manager에 통합된 랙 서버에 지원되는 펌웨어 버전 및 지원되는 UCS Manager 버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lease Bundle Contents for Cisco UCS Software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문서 리소스
Twitter에서 Cisco UCS Docs를 팔로우하여 문서 업데이트 알림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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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가져오기 및 서비스 요청 제출
문서 가져오기, 서비스 요청 제출 및 추가 정보 수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별 Cisco Product
Documentation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문서에는 신규 및 수정된 Cisco 기술 문서가 모두 나열
되어 있습니다.
Cisco Product Documentation의 새로운 기능을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피드로 구독한 후 리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데스크톱에 콘텐츠를 직접 전달하도록 설정하십시오. RSS 피드는 무료 서
비스이며 Cisco는 현재 RSS 버전 2.0을 지원합니다.
Twitter에서 Cisco UCS Docs를 팔로우하여 문서 업데이트 알림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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