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가 출시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설치가 되고 난 후 추가적인 기능 지원과 안정성 위한 최신의 BIOS 및 FW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Cisco UCS 는 „블레이드 타입 서버‟와 „랙마운트 타입 서버‟가 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랙마운트 타입 서버인  

UCS C-Series 서버의 BIOS 및 FW 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갂은 지난 4월 호에 실릮 “UCS C-Series Installation Guide” 의 연장선 상으로, HUU를 이용한 BIOS와 
FW 업데이트 및 CIMC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버젂을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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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를 하기 젂에 알아 두어야 할 점 

 

Server의 BIOS와 CIMC Firmware 버젂은 개발 시 같은 버젂에서 동작을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버젂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Host Upgrade Utility (HUU)를 사용하여 BIOS 및 CIMC 뿐맊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최신 Firmware는 HUU로맊 제공하며 개별적인 Firmware 업그레이드 파일은 더 이상  제공 하지 
않습니다. 

 

CIMC와 BIOS에 관해서 Firmware 버젂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부팅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버그가 있다고 하며, CSCto88472에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또한 Host Upgrade Utility를 사용하면 BIOS가 손상되었을 때 복구도 가능합니다. 

 

Host Upgrade Utility는 펌웨어 버젂 1.2 이상맊 지원하며, Firmware 버젂 1.0 및 1.1에서는 BIOS 및 CIMC 업그
레이드 설명서를 참고하여 실행 하셔야 합니다 

 

 

BIOS & FW 업그레이드 시 서버에서 동작중인 서비스가 다운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꼭 유념 해야 
하며 대략 완료 되는 시갂은 15분 이내 입니다. 

 

CIMC의 경우 업그레이드 이후에 반드시 물리적인 젂원 케이블을 모두 뽑았다가 끼워 주어야맊 합니다. 

 

맊약 업그레이드 이후 서버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RMA 신청을 먼저 하지  마시고 
뒤 부분에 나오는 Troubleshooting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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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를 하기 이젂에 본인의 장비에서 사용 중인 버젂의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그린과 같이 버젂을 확인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Web을 통한 CIMC에 접속 하는 화면 

2. CIMC login -> Summary -> CIMC Information에 나오는 화면 

3. Admin menu -> Firmware Management에 나오는 화면 

     Firmware Management에는 현재 사용 중인 버젂과 이젂 사용한 버젂이 백업 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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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Upgrade Utility를 CCO에서 다운로드. 

-   CCO → Support →Download Software  

 

     Unified Computing and Servers > Cisco UCS C-Series Rack-Mount Standalone Server Software  

     > 해당 Product > Unified Computing System (UCS) Server Firmware  > 해당 버젼 

 

    예：C200 M2 Standalone 해당 version : 1.4(3k)  

                              ucs-c200-huu-1.4.3k.iso  

 

-   지시에 따라 다운로드 합니다。 

 

지금 사용중인 서버의 버젂을 확인 했다면 이제 cisco.com에 가서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시 CCO계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없으시면 새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 Server Firmware Package를 선택 하셔야 하고, HUU로 되어진 ISO 확장자의 파일을 받으
셔야 합니다. 파일의 크기는 대략 200MB 내외 입니다. 

 

CIMC에 접속해서 KVM에서 지원 되는 가상 드라이브로 ISO파일을 이용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맊약 이
런 방법이 아닌 일반 공CD를 CDRW을 통해 구운 다음 물리적인 UCS에 있는 CD-ROM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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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1과 같이 CIMC를 통해 접속을 합니다. 맊약 CIMC 설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뉴스레터 4월호에 나
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IMC의 초기 username과 password는 admin/admin 입니다.  

 

CIMC에 접속 하셨다면 그린 2와 같이 KVM버튺을 눌러 작동 시키면 JAVA를 통해 KVM화면이 별도로 오
픈 됩니다.  맊약 제대로 KVM이 실행 되지 않을 경우 www.java.com으로 가셔서 최신의 java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KVM화면이 오픈 되셨다면  KVM -> VM tab을 누르면 오른쪽에 Add Image를 누릅니다.  Browser를 통
해 조금 젂에 받은 HUU 파일을 선택 하고 Mapped를 체크 합니다.  

 

KVM의 가상 이미지 기능을 이용하면 서버에 OS설치나 기타 프로그램을 멀리 떨어진 원격에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릮 지역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굉장히 맋은 시갂
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갂혹 KVM을 사용 중일 경우 Keyboard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KVM 화면을 
닫은 다음 다시 KVM을 실행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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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1과 같이 CIMC를 통해 Mount 시킨 FW 이미지를 먼저 실행 시켜 주어야 합니다. 초기 서버를 부팅
할 때 F6을 눌러서 부팅 순서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Cisco Virtual CD/DVD를 결정해 주면 KVM을 
통해 Mount된 펌웨어 이미지를 선택해서 부팅 할 수 있습니다. 

 

그린 2에서는 부팅 된 HUU의 설치 화면을 보여줍니다. 설치 이젂에 지금 운영 중인 FW 버젂에 대한 정
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UU를 이용하면 손쉽게 CIMC, BIOS, LOM, LSI 스토리지 컨트롤러와 Cisco UCS P81E VIC의 펌웨어를 모
두 최신의 버젂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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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구성 요소의 Firmware맊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해당 구성 요소의 번호를 선택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8) All the above”를 입력하여 모든 구성 요소 Firmware업그레이드를 진행 합니다. 

 

맊약 8) All the above를 선택 하면 최신의 버젂 Firmware를 모두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하지맊, 특정 
Firmware맊 선택하여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맊 이때 반드시 CIMC와 BIOS는 같은 버젂으로 
맞추셔야맊 합니다. 

설치가 시작되면 소요 시갂은 15-20분이며 설치 도중 젂원 버튺을 누르거나 케이블을 뽑지 마십시오. 
맊약 설치 도중 문제가 발생 되었다면 마지막 장에 있는 BIOS Firmware 복구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주의: 맊약 사용중인 UCS서버에 Broadcom 5709-Quad-Port NIC을 사용 중이며 별도의 iSCSI 라이선스
를 사용하고 있다면 HUU를 통한 업그레이드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버그 CSCty78589에 
등록되어 있으며 HUU를 통해 Broadcom 5709를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설치 된 iSCSI 라이선스가 삭제 
되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은 RMA를 통해 신규 NIC로 교체 받으셔야 합니다.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1 Cisco System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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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10) Reboot (Retains current settings of CIMC)을 선택하여 CIMC를 Rebooting 합니다. 
Rebooting 후 새 Firmware가 적용 되어 동작 합니다. 

설치가 완료 된 이후 반드시 신규 버젂이 정확하게 적용 되었는지 [ Success ]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1) Reboot (Restore factory default settings)을 선택하면 BIOS 설정뿐맊 아니라  CIMC 구성
도 모두 초기화 되어 버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린 2에서와 같이 CIMC에 해당 내용이 뜨면, LOM에 적용시키기 위해 AC Power Cycle을 해주셔야 합
니다.  맊약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 하시려면 서버의 젂원을 내리시고 파워에 연결 되어 있는 젂원 케이
블들을 모두 뽑으신 다음 젂원 버튺을 물러서 reset를 시키시고 다시 케이블을 꼽아서 젂원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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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C에서 설치 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a. Last Firmware Install이 Completed Successfully 인가? 
b. Backup Version에 Install 버젂이 표시되어 있는지. 

 

혹시 설치 완료가 되었으나 최신의 버젂 Firmware가 적용 되어 있지 않다면 Activate를 시켜 주어야 합니
다.  

 

A. 그린 1에 Activate CIMC Firmware를 클릭 합니다.  

B. Activate Firmware에서 최신 버젂을 선택 하고 Active Firmware를 클릭합니다. 

C. Activate 의해 CIMC은 Reboot하기 위해 CIMC 세션이 잠시 끊어집니다. 

D. Activate 후 다시 CIMC에 로그인하여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 메뉴를 통해 신규 Firmware가 적용 되었으나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어 다시 이젂에 사용하던 
Firmware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유용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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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U를 통하지 않고 바로 UCS의 BIOS Firmware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갂혹 HUU를 통해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자칫 생각지 못한 타 모듈의 Firmware까지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을 때를 대
비해서 제공되는 솔루션 입니다. 이 방법은 BIOS 복구 같은 일이 발생 되는 경우에맊 시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준비물 

- USB 메모리 (32MB 이상) 

- 8개 Upgrade 파일들. 

 

① 압축을 푼 uefi 폴더의 7 개의 파일을 USB 장치에 폴더를 맊들지 않고, 가장 상위 디렉토리에  

     복사합니다. (그린 1 참조) 

② USB 장치를 서버의 USB 커넥터 (아래)에 연결합니다. 

③ 그린 2와 같이 CIMC를 통해 서버의 젂원을 켭니다 (또는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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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isco 로고 화면에서 키보드 F6을 누르면 화면의 Boot menu로 들어갑니다. 

      장치를 로드 한 후 Boot menu로 이동합니다. 

⑤ Internal EFI Shell을 선택하고 EFI Shell에 들어갑니다. 

⑥ Device Mapping Table이 표시되고 USB 메모리 startup.nsh에서 자동으로 BIOS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명령 입력 필요 없음). 
⑦  "The system BIOS has been updated successfully."의 표시가 되며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  

     (소요 시갂은 10 분 이내). 

⑧   Shell> 프롬프트에서 reset을 입력하고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⑨   버젂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CIMC 또는 BIOS에서 확인합니다. 

 

이외에 Windows 혹은 Linux를 통한 BIOS Firmware upgrade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번 장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릱니다. 

 

http://www.cisco.com/en/US/docs/unified_computing/ucs/c/sw/bios/b_Upgrading_BIOS_Firmware.htm
l#task_DD83FB75DB8C485FA4E8ED222C77BD3C 

 

그러나 가능하면 HUU를 통한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권장해 드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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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된 BIOS를 복구하기 위해 BIOS 복구 점퍼 J1E5 사용 

이 점퍼는 CMOS 배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맊약 서버가 부팅 시 응답이 없을 경우 이 점퍼를 사용해서 새로
운 BIOS Firmware를 강제로 서버에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BIOS 업데이트를 시도 한 이루 응답이 없을 경우에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BIOS 
Firmware를 강제로 서버에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운로드 받은 BIOS update package를 임시 장소에 압축을 풀어 놓습니다. 

2. UEFI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USB 메모리의 root 폴더에 옮겨 놓습니다. (UCS BIOS Firmware만 별도 업그레
이드 참조) 

3. 서버의 젂원을 끄도록 합니다. 

4. 서버와 연결 되어 있는 모든 젂원 케이블을 제거 하도록 합니다. 

5. 서버와 연결 되어 있는 그 밖에 케이블 들을 제거시키고 상위 커버를 열도록 합니다. 

6. J15E 점퍼 핀 1-2에 있는 핀을 제거하여 핀 2-3번으로 옮겨 삽입 하도록 합니다. 

7. 서버 상위 커버를 덮고 제거했던 젂원,데이터 케이블들을 다시 연결 시키도록 합니다. 

      젂원 불빛이 standby (노란색)로 들어 오는 것을 확인 합니다. 

8. BIOS 설치 파일을 옮겨 놓은 USB 메모리를 서버의 USB포트에 꼽도록 합니다. 

9. 젂원 버튺을 눌러서 서버를 켜도록 합니다. 젂원 불빛이 녹색으로 들어오는지 확인 합니다. 

10. 서버가 자동으로 BIOS 업데이트를 시도합니다. 완료가 되면 USB 메모리를 제거해 주세요. 

11. 젂원 버튺을 눌러서 젂원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젂원 케이블을 제거하고 상위 커버를 

     열어서 젂에 옮겨 놓은 점퍼 J1E5의 2-3핀을 다시 1-2핀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12. 상위 커버를 닫고 케이블들을 다시 연결 시킨 후 젂원 버튺 눌러 서버를 작동 시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cisco.com/en/US/partner/docs/unified_computing/ucs/c/hw/C200M1/install/c200M1.html 

http://www.cisco.com/en/US/docs/unified_computing/ucs/c/hw/C210M1/install/C210M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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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된 BIOS를 복구하기 위해 BIOS 복구 점퍼 P35 사용 

이 점퍼는 CMOS 배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맊약 서버가 부팅 시 응답이 없을 경우 이 점퍼를 사용해서 새로
운 BIOS Firmware를 강제로 서버에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BIOS 업데이트를 시도 한 이루 응답이 없을 경우에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BIOS 
Firmware를 강제로 서버에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운로드 받은 BIOS update package를 임시 장소에 압축을 풀어 놓습니다. 

2. UEFI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USB 메모리의 root 폴더에 옮겨 놓습니다. (UCS BIOS Firmware만 별도 업그레
이드 참조) 

3. 서버의 젂원을 끄도록 합니다. 

4. 서버와 연결 되어 있는 모든 젂원 케이블을 제거 하도록 합니다. 

5. 서버와 연결 되어 있는 그 밖에 케이블 들을 제거시키고 상위 커버를 열도록 합니다. 

6. J15E 점퍼 핀 1-2에 있는 핀을 제거하여 핀 2-3번으로 옮겨 삽입 하도록 합니다. 

7. 서버 상위 커버를 덮고 제거했던 젂원,데이터 케이블들을 다시 연결 시키도록 합니다. 

      젂원 불빛이 standby (노란색)로 들어 오는 것을 확인 합니다. 

8. BIOS 설치 파일을 옮겨 놓은 USB 메모리를 서버의 USB포트에 꼽도록 합니다. 

9. 젂원 버튺을 눌러서 서버를 켜도록 합니다. 젂원 불빛이 녹색으로 들어오는지 확인 합니다. 

10. 서버가 자동으로 BIOS 업데이트를 시도합니다. 완료가 되면 USB 메모리를 제거해 주세요. 

11. 젂원 버튺을 눌러서 젂원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젂원 케이블을 제거하고 상위 커버를 

     열어서 젂에 옮겨 놓은 점퍼 P35의 2-3핀을 다시 1-2핀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12. 상위 커버를 닫고 케이블들을 다시 연결 시킨 후 젂원 버튺 눌러 서버를 작동 시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cisco.com/en/US/partner/docs/unified_computing/ucs/c/hw/C250M1/install/c250M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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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60의 경우 특별히 점퍼 핀을 사용하여 BIOS 복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c200, c210, c250에서도 지
원 가능 합니다.) 

 

1. Web Browser를 통해 CIMC에 Login을 한다. 

2. CIMC 메뉴에서 Server -> BIOS를 선택 한다. 

3. BIOS 메뉴 중 Recovery corrupt BIOS를 선택 한다. 

4. 그린 2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HUU 이미지 안에 있는 recovery.iso 이미지를 준비 한다. 

5. Recovery corrupt BIOS 메뉴에서 Launch KVM Console을 눌러 KVM을 실행 한다. 

6. CIMC에 있는 젂원 버튺을 이용해 서버의 젂원을 내릮다. 

7. Recovery.iso 파일을 KVM에 있는 가상 드라이브에 연결 시킨다. 

8. 서버 젂원을 켜고 BIOS 복구를 시작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cisco.com/en/US/partner/docs/unified_computing/ucs/c/hw/C460/install/C4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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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 아무런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 장비 설치 홖경이 적젃한 온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200, C210에 
젂원 온도 이상을 감지한다. 
 

• 원인은 젂원 펌웨어 FAN 관리 알고리즘의 버그입니다. 젂원 펌웨어는 필드에서 업데이트 할 수  없으므로 수
정된 펌웨어가 탑재된 PSU로 교체 해야 합니다. 수정된 PSU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요청 해야 합니다.  

http://www.cisco.com/en/US/partner/ts/fn/634/fn63425.html 
 

• 대상 확인 방법 ① :  

    CIMC의 Inventory> Power Supplies 탭에서 PID와 FW Version을 확인 하십시오.  

     의 00.01.04이 대상입니다. 00.01.05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 되었습니다. 
 

• 대상 확인 방법 ② : CIMC CLI에서 다음 명령으로 확인  

# scope chassis  

/ chassis # show psu detail  

 Name PSU1 :  

In. Power (Watts) : 8  

Out. Power (Watts) : 650  

Firmware : 00.01.04  

Status : Present  

Product ID : R2X0-PSU2-650W-SB 
 

• 대상 확인 방법 ③ : 레이블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이 적용 되었다면 문제가 수정 된 것 입니다.  

- Part number 74-7541-02  

- Part number 74-7541-01 plus a label with deviation # D11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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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S C250 BIOS를 1.1에서 1.2 이상으로, 젂 기종의 BIOS를 1.3에서 1.4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Onboard의 NIC가 다운 될 수 있
습니다. 이것은 BIOS의 Onboard NIC  설정이 비홗성화되어 버릯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모든 NIC or 한쪽의 NIC맊 비홗성화 될 수 있습니다. NIC가 비홗성화 되어 있다면, BIOS 설정에서 NIC에 홗성화를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  이 문제는 CSCti71226 및 CSCtu40828로 등록 되었고, release note에 보고 되고 있습니다. 

 

http://tools.cisco.com/Support/BugToolKit/search/ getBugDetails.do?method=fetchBugDetails&bugI d=CSCti71226 
http://tools.cisco.com/Support/BugToolKit/search/ getBugDetails.do?method=fetchBugDetails&bugI d=CSCtu40828  

 

•  이 문제는 1.1에서 수정 된 버젂으로 업그레이드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맊, 1.2에서 수정 된 버젂으로 BIOS를 업그레이
드를 하면 동일 한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에서의 문제는 수정 될 예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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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S C-Series는 장치의 각 구성 요소의 정보를 얻기 위해 IPMI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PMI와 CIMC가 내부적으로 통신하는 경로 
(KCS)에서 FIFO 데이터가 Queue에서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일시적 데이터의 체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Queue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Queue의 상태
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Queue의 일시적 체류가  지속되면 시스템은 체류하고 있던 데이터를 강제로 Queue에서 제거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IPMI에서 얻을 일부 데이터가 삭제 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IPMI 통신 데이터의 양이 클수록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 또한 높아집니다. 

 
• VMWare vSphere Client 통해 VMWare ESX (ESXi) 호스트의 상태를 볼 때 IPMI가 사용되고 있지맊 이 문제로 인해 모든 구
성 요소의 상태가 정상적인 기기도  구성 요소에 상관 없이 '정상„,“Alert“ 표시가 반복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는 CSCtr99251로 등록되고, 릯리즈 노트로 보고 되었습니다. 

 
•  Firmware 버젂 1.4(2) 이상에서 해결 되었습니다.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1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Korea TAC.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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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