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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UCSM(Unified Computing System Manager)에서 M.2 드라이브 펌웨어가 활성화될
때 M.2 드라이브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문제는 UCS와
HX(Hyperflex) 통합 업그레이드가 HX Connect에서 수행되고 펌웨어를 실행하는 M.2 드라이브가
D0MU049이고 펌웨어 D0MH072로 업그레이드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배경 정보

D0MH072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D0MU049에서 중간 버전의 D0MU054로 M.2 드라이브 펌웨어
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이 해결 방법을 따르십시오. 이 문제는 펌웨어에 따라 다르며 모든 클러스터
유형에 적용됩니다.

참고:업그레이드 작업을 한 번에 하나의 노드를 롤링 업그레이드하여 수행합니다.클러스터가
항상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UCS 서버 펌웨어 패키지 M.2 드라이브 FW
UCS 3.2.3e C, 3.2.3g C, UCS 4.0.1a
C

ucs-micron-sata-
mtfddav240tcb.D0MU049.bin

UCS 3.2.3h C, UCS 4.0.1b C  ucs-micron-sata-
mtfddav240tcb.D0MU054.bin

UCS 4.0.4e C ucs-micron-sata-
mtfddav240tcb.D0MH072.bin

이 패키지 정보의 변경 사항은 릴리스 번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해결 방법/단계

1단계. M.2 드라이브가 영향을 받는 펌웨어를 실행하는지 확인합니다.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UCSM
> Equipment > Rack-Mounts > Servers > Server < ID >로 이동합니다.



HX 노드를 4.0.4e C-bundle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M.2 드라이브의 펌웨어를 D0MU049에서
D0MU054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2단계. HUU를 로드하기 전에 Service-Profile에 호스트 펌웨어 정책이 "Not Set"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이 단계는 서비스 프로필과 실제 하드웨어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Host-Firmware-Policy를 "Not Set"으로 설정하지 못하면 시스템에서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호스트
펌웨어 정책당 D0MU049 버전으로 드라이브를 다시 다운그레이드합니다
.



3단계. HX 시리즈에 해당하는 C-Series 플랫폼용 4.0.2d HUU를 다운로드합니다.이 예에서는
HXAF240c M5SX용 HUU - ucs-c240m5-huu-4.0.2d.iso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ISO를 다운로드합니다.

4단계. M.2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서버로 KVM(키보드/비디오/마우스)을 열고 Virtual
Media를 통해 HUU를 매핑합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가상 미디어를 활성화합니다.

HUU를 선택하고 Map Drive를 클릭합니다.

5단계. 서버를 수동으로 다시 시작하고 부팅 메뉴로 이동합니다.BIOS 화면에서 F6을 누릅니다.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318800/type/283850974/release/4.0(2d)?i=!pp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318800/type/283850974/release/4.0(2d)?i=!pp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318800/type/283850974/release/4.0(2d)?i=!pp


6단계. Cisco vKVM-Mapped vDVD 옵션을 선택합니다.HUU 로딩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7단계. HUU가 성공적으로 로드되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을 승인해야 합니다.

8단계. 서버가 모든 구성 요소를 검색하며, 완료되면 모든 구성 요소가 표시됩니다. 



Update & Activate All을 선택하지 마십시오.Host Firmware Policy만 사용하여 통합 서버를 업그레
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스토리지 드라이브 탭에서 M.2 드라이브를 선택한 후 업데이트 단추를 클릭합니다.



확인 메시지를 수락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완료되면 시스템이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
다.

9단계. M.2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활성화를 클릭합니다.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활성화 프로세스를 진
행하려면 예를 누릅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보고됩니다.

10단계. Exit를 선택하여 M.2 드라이브에서 새 펌웨어를 활성화합니다.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시 로
드됩니다. KVM 세션에서 HUU를 매핑 해제합니다.시스템이 운영 체제로 부팅되어야 합니다.

M.2 드라이브의 펌웨어가 HUU로 업그레이드되었지만 UCSM은 이 변경 사항에 대한 가시성을 가
지지 않습니다.따라서 UCSM은 D0MU049를 계속 보고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VMware ESXi

ESXi에서 esxcli 스토리지 코어 디바이스 목록을 실행하고 드라이브의 펌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root@hx-01-esxi-01:~] esxcli storage core device list

t10.ATA_____Micron_5100_MTFDDAV240TCB________________________MSA23010YAS

Display Name: Local ATA Disk

(t10.ATA_____Micron_5100_MTFDDAV240TCB________________________MSA23010YAS)

Has Settable Display Name: true

Size: 228936

Device Type: Direct-Access

Multipath Plugin: NMP



Devfs Path:

/vmfs/devices/disks/t10.ATA_____Micron_5100_MTFDDAV240TCB________________________MSA23010YAS

Vendor: ATA

Model: Micron_5100_MTFD

Revision: U054 <--- firmware version

또는 아래와 같이 dmesg를 확인하십시오.

[root@JCLPPESXi01:/vmfs/volumes/049b1811-a0767ff4] dmesg | grep -i ATA-10

2020-01-16T17:36:22.945Z cpu2:33483)<6>ata1.00: ATA-10: Mircon_5100_MTFDDAV240TCB, D0MU054, max

UDMA/133

[root@JCLPPESXi01:/vmfs/volumes/049b1811-a0767ff4]

Hyper-V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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