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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일상적인 펌웨어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다음과 같은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Cisco UCS Server Blade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실무 지식을 갖추십시오.●

UCS Manager GUI에 대해 숙지하십시오.●

이 문서에 설명된 여러 명령의 영향 및 의미 이해●

UCS 구성 요소 및 토폴로지에 대해 숙지하십시오.일반적인 솔루션은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십
시오.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UCS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
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일반적인 Cisco UCS 토폴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주 작업

1. Cisco.com에서 펌웨어 다운로드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SW Center 홈 페이지로 이동하여 Product Category를 선택합니다
.

1.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표시되는 계층 트리에서 제품을 선택합니다
.

2.

선택한 제품에 대해 여러 소프트웨어 유형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유형을 선택합니다
.

3.



Image Name(이미지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의 세부 정보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과
함께 나타납니다
.

4.

Image.bin을 클릭합니다.표준 Cisco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에 동의해야 합니다
.EULA에 동의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

5.



2.1 GUI를 통한 펌웨어 관리

펌웨어 관리를 수행하기 전에 펌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의 전제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펌웨어 관리는 GUI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된 펌웨어 보기

GUI를 통해 UCS에서 설치된 펌웨어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 UCS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1.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 탭을 클릭합니다.2.
Work(작업) 창에서 Firmware Management(펌웨어 관리) 탭을 클릭합니다.3.
Installed Firmware(설치된 펌웨어) 탭을 클릭합니다.4.

//www.cisco.com/en/US/docs/unified_computing/ucs/sw/gui/config/guide/1.3.1/UCSM_GUI_Configuration_Guide_1_3_1_chapter10.html#concept_DD68485034FB4E258D5827880D37225C


패키지

패키지 탭:

시스템의 모든 패키지를 추적합니다.●

삭제된 이미지 표시●

모든 이미지가 삭제되면 해당 패키지가 탭에서 제거됩니다.●



이미지

이미지 탭:

패키지의 개별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에 연결된 모든 이미지가 삭제되면 패키지 탭에서 패키지가 제거됩니다.●



작업 다운로드

펌웨어 이미지 번들을 다운로드할 때 Fabric Interconnect에는 펌웨어 이미지 번들의 크기보다 최소
2배 많은 가용 공간이 필요합니다.bootflash에 충분한 공간이 없으면 사용되지 않는 펌웨어, 코어 파
일 및 기타 불필요한 객체를 패브릭 인터커넥트에서 삭제합니다.새 번들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Fabric Interconnect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을 확인합니다.

Navigation(탐색) 창에서 Equipment(장비)를 선택합니다.1.
Fabric Interconnects를 확장하고 Fabric Interconnect #을 선택합니다.2.
오른쪽 Work(작업) 창에서 General(일반) 탭을 클릭합니다.3.
Local Storage Information(로컬 스토리지 정보)을 확장합니다.4.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모두 확인합니다.5.
공간이 제한된 경우 이미지 및 패키지 삭제6.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Download Tasks 탭을 사용합니다.펌웨어 이미지 이름은 1자~16자의 영
숫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백이나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개체를 저장한 후에는 이 이름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시스템은 번들을 다운로드하여 압축을 풀고 두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배포합
니다.FSM 탭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펌웨어를 다운로드, 업데이트 및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2 CLI를 통한 펌웨어 관리

CLI를 통해 UCS에서 설치된 펌웨어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LI를 통해 Cisco UCS에 로그인합니다.1.
scope system 명령을 실행합니다.2.
show firmware expand 명령을 입력합니다.3.

설치된 펌웨어 보기

F340-31-17-FI-A#

F340-31-17-FI-A# scope system

F340-31-17-FI-A /system # show firmware expand

UCSM:

    Running-Vers: 1.0(1e)

    Activate-Status: Ready

Fabric Interconnect A:

    Running-Kern-Vers: 4.0(1a)N2(1.1e)

    Running-Sys-Vers: 4.0(1a)N2(1.1e)

    Startup-Kern-Vers: 4.0(1a)N2(1.1e)

    Startup-Sys-Vers: 4.0(1a)N2(1.1e)

    Act-Kern-Status: Ready

    Act-Sys-Status: Ready

    Bootloader-Vers:   v1.2.0(06/19/08)

scope firmware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CLI 명령입니다.



   

삭제●

다운로드●

범위 - 작업을 다운로드합니다.●

표시 - 작업, 이벤트, fsm, 이미지 및 패키지 다운로드●

개별 구성 요소의 범위에서 이미지 업데이트 및 활성화 수행

범위 펌웨어

F340-31-17-FI-A#

F340-31-17-FI-A# scope firmware

F340-31-17-FI-A /firmware # ?

  delete    Delete managed objects

  download  Download

  exit      Exit from command interpreter

  scope     Changes the current mode

  show      Show system information

F340-31-17-FI-A /firmware #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확인 정보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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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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