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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

이 단원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1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

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1페이지의액세스 패널 분리

2페이지의타워 베젤 제거(ML110 G6 서버)

2페이지의타워 베젤 제거(ML150 G6 서버)

서버 전원 켜기
서버 전원을 켜려면 전원/ 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서버 전원 끄기
경고!  인체 상해, 감전 또는 장비 손상의 위험을 줄이려면 서버의 전원 코드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십
시오. 앞면 패널의 전원/ 기 버튼은 시스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AC 전원이 제거되
지 않으면 전원 공급 장치나 일부 내부 회로로도 전류가 흐르는 활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참고:  핫플러그 장치를 설치할 경우 서버의 전원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1. 서버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2. 운영 체제 설명서의 지시 로 운영 체제를 종료합니다.

3. 전원/ 기 버튼을 눌러 서버를 기 모드로 설정합니다. 서버 전원이 기 모드 상태가 되면 시스
템 전원 표시등이 황갈색으로 바뀝니다.

4.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이제 시스템 전원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액세스 패널 분리
경고!  뜨거운 표면으로 인한 인체 상해의 위험을 줄이려면 드라이브 및 내부 시스템 부품의 열이 식
은 다음 만지십시오.

주의:  서버를 액세스 패널이 열리거나 없는 채로 장시간 작동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통풍과 냉각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열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서버 전원을 끕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2.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3. 액세스 패널에서 나비 나사를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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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세스 패널을 뒤로 밉니다.

5. 액세스 패널을 당겨 제거합니다.

부품을 다시 장착하려면 위의 과정을 역으로 수행하십시오.

자세한 서버별 정보는 서버와 함께 제공되는 설치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타워 베젤 제거(ML110 G6 서버)
1. 액세스 패널을 제거합니다(1페이지의액세스 패널 분리).

2. 베젤을 분리하려면 베젤의 왼쪽을 밉니다.

3. 탭을 푼 다음 베젤을 시계 반  방향으로 돌려 제거합니다.

부품을 다시 장착하려면 위의 과정을 역으로 수행하십시오.

자세한 서버별 정보는 서버와 함께 제공되는 설치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타워 베젤 제거(ML150 G6 서버)
1. 서버와 함께 제공된 키를 삽입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베젤을 풉니다.

이 키는 HP RPS Enablement Kit이 포함된 HSTNS-7105 모델을 사용하는 서비스 담당자용으로
제공됩니다.

2. 타워 베젤을 엽니다.

3. 타워 베젤을 들어 올려 섀시에서 분리합니다.

부품을 다시 장착하려면 위의 과정을 역으로 수행하십시오.

자세한 서버별 정보는 서버와 함께 제공되는 설치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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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이 단원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3페이지의설치 서비스(선택 사항)

4페이지의랙 계획 리소스

4페이지의최적 환경

6페이지의랙 관련 경고

6페이지의하드웨어 옵션 설치

6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 및 구성

6페이지의운영 체제 설치

6페이지의서버 등록

설치 서비스(선택 사항)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엔지니어가 지원하는 HP Care Pack 서비스를 이용하면 HP ProLiant 시스템에 맞
게 특별히 설계된 지원 패키지가 있어서 서버를 항상 정상적인 작동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
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합해 패키지로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수준
의 서비스 옵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P Care Pack 서비스의 지원 패키지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표준 제품 보증 범
위의 확장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패키지는 구입 및 사용이 간편하며 서버 성능을 최 로 활용
할 수 있게 합니다. 주요 Care Pack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드웨어 지원

◦ 6-hour call-to-repair(통화 후 6시간 내 수리 서비스)

◦ 4-hour 24x7 same day(통화 후 4시간 내, 연중무휴 24시간 당일 서비스)

◦ 4-hour same business day(통화 후 4시간 내, 영업일 당일 서비스)

● 소프트웨어 지원

◦ Microsoft®

◦ Linux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지원

◦ Critical Service(비상 서비스)

◦ Proactive 24(24시간 적극적 서비스)

◦ Support Plus(지원 플러스)

◦ Support Plus 24(24시간 지원 플러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작 및 구현 서비스

Care Pack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www.hp.com/hps/carepack)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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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계획 리소스
랙 리소스 키트는 모든 HP 또는 Compaq 상표의 9000, 10000 및 H9 시리즈 랙과 함께 제공됩니다. 각
리소스의 콘텐츠에 한 자세한 내용은 랙 리소스 키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최적 환경
서버 설치 장소로 이 단원에 설명된 환경 표준에 부합하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공간 및 통풍 요구 사항
타워 서버

타워 서버의 경우에는 서버의 앞면과 뒷면에 7.6cm 이상의 공간을 두어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랙 서버

서비스 및 적절한 통풍을 위해 랙 설치 장소를 결정할 때 다음의 공간 및 통풍 요건을 준수하십시오.

● 랙 앞쪽에 63.5cm 이상의 공간을 두십시오.

● 랙 뒤쪽에 76.2cm 이상의 공간을 두십시오.

● 랙 뒤쪽과 다른 랙 뒤쪽 또는 랙 열의 공간이 121.9cm 이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 옆면 패널 위쪽에 4.4cm(1.75인치) 이상의 공간을 두십시오.

HP 서버는 앞쪽 도어로 찬 공기가 들어오고 더운 공기는 뒤쪽 도어로 나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면 및 뒷면 랙 도어는 캐비닛으로 주변 공기가 들어가고 뒷면 도어는 더운 공기가 캐비닛 밖
으로 나갈 수 있는 통풍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주의:  냉각 문제나 장비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랙의 수직 공간이 서버나 랙 컴포넌트로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생기는 컴포넌트 사이의 공간은 랙과 서
버 사이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원활한 통풍을 유지하려면 블랭킹 패널로 이 공간을
모두 막으십시오.

주의:  랙의 비어 있는 수직 공간을 채우려면 반드시 블랭킹 패널을 사용해야 하며, 그래야만 통풍이
원활해집니다. 블랭킹 패널 없이 랙을 사용하면 냉각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열로 인한 손상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9000 및 10000 시리즈 랙의 경우, 앞쪽과 뒤쪽 도어에 64%의 개방 공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서버 냉각
이 이뤄집니다.

주의:  Compaq의 7000 시리즈 랙을 사용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랙 도어 삽입체[PN 327281-
B21(42U 랙), PN 157847-B21(22U)]를 설치하여 전면과 후면 사이의 통풍 및 냉각이 적절히 이루어지
도록 하십시오.

주의:  타사의 랙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통풍을 유지하고 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앞면 및 뒷면 도어 —42U 랙에 앞면 도어와 뒷면 도어가 있는 경우 5,350cm2의 면적에 위에서 아래까
지 구멍을 고르게 뚫어 충분한 통풍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이 면적은 통풍용으로 필요한 64%의 개
방 공간과 상응합니다.

옆면 —설치된 랙 컴포넌트와 랙의 옆면 패널 사이의 여유 간격은 7cm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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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요구 사항
장비가 문제 없이 항상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선 통풍이 원활하고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분의 서버 제품에 권장하는 작동 시 최  주변 온도(TMRA)는 35°C입니다. 랙이 설치되는 실내의
온도는 35°C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타사의 옵션 설치 시 장비 손상의 위험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옵션 장비가 서버 주변의 통풍을 방해하거나 내부 랙 온도가 최  허용 한계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조업체의 TMRA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전원 요구 사항
본 장비의 설치에 있어, 라이선스를 취득한 전기 기술자가 IT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해당 지역 전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장비는 NFPA 70, 1999 Edition(National Electric Code) 및 NFPA-75,
1992(Protection of Electronic Computer/Data Processing Equipment에 관한 법규)에 의거한 설치 규
정에 따라 작동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옵션의 정격 전원에 해서는 제품 등급 레이블 또는 해당 옵션
과 함께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인체 상해, 화재 또는 장비 손상 등의 위험을 줄이려면 랙에 전원을 공급하는 AC 전원 공급 분
기 회로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당 건물 내 배선 및 설치 요구 사항은 이에 한 관할권
이 있는 전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주의:  조정형 UPS(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장치를 사용하여 전원의 변동 및 일시적 차단으로부터 서
버를 보호하십시오. 이 장치는 전원 서지 및 전압 급변으로 인한 하드웨어의 손상을 방지하고 전원 공
급 장애 시에도 전원을 공급하여 시스템이 계속 작동되도록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서버를 설치할 때 모든 장치에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전원 분배 장치가 추가적
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사용 가능한 AC 전원 분기 회로들 간의 서버 전력 부하가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 시스템의 전체 AC 전류 부하는 분기 회로에 흐르는 AC 정격 전류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이 장치에 일반 전원 콘센트 스트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서버에 별도의 전기 회로를 사용하십시오.

전기 접지 요구 사항
서버가 안전하게 제 로 작동하려면 접지가 제 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건물에 관한 해당
지역 법규 및 NFPA 70, 1999 Edition(National Electric Code), 250조에 의거하여 장비를 설치해야 합
니다. 캐나다에서는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의 CSA C22.1, Canadian Electrical Code에 의
거하여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외의 모든 국가에서도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정 364, 1~7편과 같은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전기 배선 법규에 의거하여 장비를 설치
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 시 분지 배선 및 리셉터클과 같은 모든 전원 분배 장치에는 등록된 또는 인증된
접지형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단일 전원에 여러 개의 서버가 연결된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높은 누전 전류 문제 때문에, 건물의
분기 회로에 영구적으로 배선되어 있는 PDU(전원 분배 장치)나, 공업형 플러그에 배선된 분리 불가능
한 전원 코드가 있는 PDU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NEMA 잠금형 플러그나 IEC 60309를 준수하는
플러그는 이러한 규정을 만족합니다. 이 서버에는 일반 전원 콘센트 스트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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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관련 경고
경고!  신체의 상해나 장비 손상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수평 조절 잭들이 모두 바닥에 닿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평 조절 잭들이 랙 전체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일 랙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랙에 고정용 다리를 장착하십시오.

여러 개의 랙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랙이 가지런히 결합되도록 하십시오.

컴포넌트는 한 번에 하나씩 꺼내십시오.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컴포넌트를 꺼내는 경우 랙이 불안정해
질 수 있습니다.

경고!  랙을 내려 놓을 때 인체 상해 또는 장비 손상의 위험을 줄이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랙을 운반 에서 안전하게 내려 놓으려면 최소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합니다. 빈 42U 랙의 경우 무게가
약 115kg, 높이가 2.1m 이상으로, 캐스터를 사용하여 움직일 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랙이 운반 에서 경사 로 굴러 내려갈 때 그 앞쪽에 서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항상 랙의 양 옆에
서 랙을 다루십시오.

하드웨어 옵션 설치
하드웨어 옵션은 서버를 초기화하기 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옵션 설치에 한 내용은 옵션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서버별 설치에 한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옵션 설치(7페이지의하드웨어 옵션 설
치)"를 참조하십시오.

서버 전원 켜기 및 구성
서버 전원을 켜려면 전원/ 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서버 구성에 한 자세한 내용은 서버 설치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운영 체제 설치
서버가 제 로 작동하려면 이 서버에서 지원하는 운영 체제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한 최신 내용은 HP 웹사이트(http://www.hp.com/go/supportos)를 참조하십시오.

서버에 운영 체제를 설치하려면 CD-ROM 드라이브에 운영 체제 CD를 삽입하고 서버를 다시 부팅합
니다. 필요하면 서버와 함께 제공된 빠른 설치 CD나 옵션과 함께 제공된 CD에 있는 추가 드라이버를
준비하십시오. 드라이버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치를 시작하십시오.

서버 등록
서버를 등록하려면 HP 등록 웹 사이트(http://register.hp.com)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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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드웨어 옵션 설치

이 단원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7페이지의사전 주의 사항

7페이지의프로세서 옵션

12페이지의 SAS 및 SATA_하드 드라이브 옵션

12페이지의하드 드라이브 표시등 케이블(ML150 G6 서버 및 ML110 G6 서버)

13페이지의이동식 미디어 장치 옵션(ML110 G6 서버)

14페이지의이동식 미디어 장치 옵션(ML150 G6 서버)

16페이지의메모리 옵션(ML110 G6 서버)

17페이지의메모리 옵션(ML150 G6 서버)

21페이지의확장 보드 옵션

23페이지의스토리지 컨트롤러 설치

24페이지의 DIMM 설치

25페이지의배터리가 지원되는 쓰기 캐시 배터리 팩 옵션

27페이지의 FBWC 모듈 및 콘덴서 팩 설치

29페이지의 HP TPM(Trusted Platform Module) 옵션

사전 주의 사항
두 개 이상의 옵션을 설치하는 경우 모든 하드웨어 옵션에 한 설치 지침을 숙지하고 유사한 설치 단
계가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부분을 확인하여 설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고!  뜨거운 표면으로 인한 인체 상해의 위험을 줄이려면 드라이브 및 내부 시스템 부품의 열이 식
은 다음 만지십시오.

주의:  전기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서버를 적절히 접지한 후 설치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접지가
제 로 되지 않으면 방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옵션
이 서버는 내장 PPM을 DC-to-DC 컨버터로 사용하여 각 프로세서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주의:  서버 오작동을 방지하려면 속도나 캐시 크기가 다른 프로세서를 함께 설치하지 마십시오. 프로
세서에 한 설명은 프로세서 방열판의 레이블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프로세서와 시스템 보드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공인 기술자만 서버의 프로세서를 교체
하거나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  프로세서 소켓 1은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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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서버 전원을 끕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2. ML110 G6 서버의 경우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3.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베젤을 풀고 분리합니다(2페이지의타워 베젤 제거(ML150 G6 서버)).

◦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4. 액세스 패널을 제거합니다(1페이지의액세스 패널 분리).

주의:  프로세서 잠금 레버를 완전히 열지 않으면 프로세서가 제 로 설치되지 않아 하드웨어 손
상을 초래합니다.

5. 프로세서 잠금 레버와 프로세서 소켓 고정 브래킷을 엽니다. 프로세서 소켓 덮개를 제거하지 마십
시오.

참고:  프로세서 설치 도구 내에 프로세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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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세서가 설치 도구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조심스럽게 다시 설치합니다. 프로세서의 가장자
리만 만지고 밑면, 특히 접속부는 만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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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세서 설치 도구를 소켓에 맞추고 프로세서를 설치합니다. 시스템 보드의 핀은 부서지거나 손
상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주의: 시스템 보드의 핀은 매우 약하므로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보드가 손상되지 않
도록 하려면

프로세서 설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세서를 설치하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프로세서 소켓 접속부를 만지지 마십시오.

프로세서를 소켓으로 내릴 때 프로세서를 기울이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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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세서 설치 도구의 탭을 누르고 프로세서에서 도구를 분리한 다음 도구를 제거하십시오.

9. 프로세서 소켓 고정 브래킷과 프로세서 잠금 레버를 닫습니다. 프로세서 소켓 덮개는 자동으로 분
리됩니다. 덮개를 제거합니다.

주의:  프로세서 잠금 레버를 닫기 전데 프로세서 소켓 고정 브래킷을 닫으십시오. 레버를 강제
로 닫으면 안 됩니다. 레버를 강제로 닫으면 프로세서와 소켓이 손상될 수 있으며, 시스템 보드를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10. 방열판을 설치합니다. HP 웹 사이트(http://www.hp.com/go/bizsupport)에서 서버 설치 시트를 참
조하십시오.

11. 액세스 패널을 설치합니다

12. ML110 G6 서버의 경우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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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필요에 따라 타워 베젤을 닫거나 설치합니다.

◦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4.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

SAS 및 SATA_하드 드라이브 옵션
HP ProLiant ML150 G6 서버는 최  8개의 하드 드라이브를 지원합니다.

● 내장 SATA 컨트롤러만 있는 SATA 하드 드라이브

● 선택 사양인 SAS 컨트롤러가 있는 SAS 또는 SATA 하드 드라이브

최상의 성능을 위해 SAS와 SATA 하드 드라이브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하드 드라이브를 설치하려면 HP 웹 사이트(http://www.hp.com/go/bizsupport)에서 서버 설치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드라이브 케이블 연결 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버 후드의 레이블을 참조하십시오.

하드 드라이브 표시등 케이블(ML150 G6 서버 및 ML110 G6
서버)

선택 사양인 하드 드라이브 표시등 케이블은 기억 장치 컨트롤러(선택 사양)에서 비 핫플러그 하드 드
라이브 표시등 기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드 드라이브 표시등 케이블을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서버 전원을 끕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베젤을 풀고 분리합니다(2페이지의타워 베젤 제거(ML150 G6 서버)).

◦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3. 액세스 패널을 제거합니다(1페이지의액세스 패널 분리).

4. 기억 장치 컨트롤러 카드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옵션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에서 "확장 보드 옵션(21페이지의확장 보드 옵
션)"을 참조하십시오.

5. 기억 장치 컨트롤러 카드에 표시등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6. 케이블 집게로 케이블을 고정합니다.

7. 시스템 보드에 표시등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버 액세스 패널에 부착된 레이블을 참조하십시오.

8. 액세스 패널을 설치합니다

9.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필요에 따라 타워 베젤을 닫거나 설치합니다.

◦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0.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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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미디어 장치 옵션(ML110 G6 서버)
여기에서는 설치 방법을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특정 서버에 미디어 장치를 설치하는 데 한 지침은
서버와 함께 제공되는 설치 시트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go/bizsupport)를 참조하십시
오.

부품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서버 전원을 끕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2.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3. 액세스 패널을 제거합니다(1페이지의액세스 패널 분리).

4. 타워 베젤을 분리합니다(2페이지의타워 베젤 제거(ML110 G6 서버)).

5.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베젤 블랭크의 릴리스 탭을 누른 다음 차폐물을 제거합니다.

베젤 블랭크를 모두 제거하면 보다 간편하게 드라이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미디어 장치의 위쪽 나사 구멍에 네 개의 나사를 끼웁니다.

7. 베이에 미디어 장치 부품을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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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데이터 및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9. 케이블의 양쪽 끝을 옵션 설명서의 지시 로 시스템 보드(또는 확장 보드)에 연결합니다.

10.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1. 액세스 패널을 설치합니다

12. 타워 베젤을 설치합니다.

13.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

이동식 미디어 장치 옵션(ML150 G6 서버)
여기에서는 설치 방법을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특정 서버에 미디어 장치를 설치하는 데 한 지침은
서버와 함께 제공되는 설치 시트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go/bizsupport)를 참조하십시
오.

부품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서버 전원을 끕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베젤을 풀고 분리합니다(2페이지의타워 베젤 제거(ML150 G6 서버)).

◦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3. 액세스 패널을 제거합니다(1페이지의액세스 패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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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팬 홀더 릴리스 탭을 누른 다음 팬 홀더를 제거합니다.

5. 베젤 블랭크를 제거합니다.

베젤 블랭크를 모두 제거하면 보다 간편하게 드라이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미디어 장치를 베이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7. SATA 전원 케이블을 미디어 드라이브에 연결합니다.

8. 장치 케이블의 양쪽 끝을 옵션 설명서의 지시 로 장치와 시스템 보드(또는 확장 보드)에 연결합
니다.

9. 미디어 드라이브가 단단히 장착될 때까지 베이 안쪽으로 완전히 밀어 넣습니다.

10. 팬 홀더를 설치합니다.

11. 액세스 패널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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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필요에 따라 타워 베젤을 닫거나 설치합니다.

◦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3.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

메모리 옵션(ML110 G6 서버)
이 서버의 메모리 하위 시스템은 UDIMM을 지원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DIMM" 용어가 사용됩니다.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만 적용되는 정보에서는 UDIMM으로 명시됩니다. 서버에 설치된 모든 메모리는
같은 유형이어야 합니다.

서버에서 지원되는 DIMM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33MHz 및 1066MHz로 작동하는 싱글 랭크 및 듀얼 랭크 PC3-10600E(DDR-1333) DIMM

● 1066MHz로 작동하는 싱글 랭크 및 듀얼 랭크 PC3-8500E(DDR3), DIMM

프로세서 모델에 따라 설치되는 DIMM 수가 다르고 메모리 클록 속도가 1066MHz 또는 800MHz로 낮
아질 수 있습니다. DIMM 슬롯 설치에 따른 영향에 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적인 DIMM 슬롯 설치 지
침(20페이지의일반적인 DIMM 슬롯 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메모리 하위 시스템 아키텍처(ML110 G6 서버)
이 서버의 메모리 하위 시스템은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프로세서마다 3개의
채널을 지원하며 각 채널은 2개의 DIMM 슬롯을 지원합니다.

채널 슬롯 슬롯 번호

1 C

A

1

2

2 D

B

3

4

이러한 다중 채널 아키텍처는 고급 ECC 모드에서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아키텍처에서는
Mirrored Memory(미러된 메모리) 및 Lockstep Memory(락스텝 메모리)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서버에서는 RDIMM 및 UDIMM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 서버의 DIMM 슬롯은 숫자와 문자로 식별됩니다. 문자는 특정 AMP 모드를 구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슬롯을 나타냅니다. 슬롯 번호는 부팅 시에 ROM 메시지를 통해 보고되거나 오류 보고 메시지에 표
시됩니다.

싱글 랭크 및 듀얼 랭크 DIMM(ML110 G6 서버)
메모리 보호 모드를 제 로 이해하고 구성하려면 싱글 랭크, 듀얼 랭크 및 쿼드 랭크 DIMM에 해 알
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DIMM 구성에는 이러한 분류에 따른 요구 사항이 몇 가지 적용됩니다.

싱글 랭크 DIMM은 메모리에 쓰거나 메모리에서 읽을 때 액세스되는 단일 메모리 칩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듀얼 랭크 DIMM도 같은 모듈에 싱글 랭크 DIMM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번에 하나의 랭
크만 액세스됩니다. 쿼드 랭크 DIMM은 사실상 같은 모듈에 듀얼 랭크 DIMM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셈
입니다. 쿼드 랭크 DIMM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하나의 랭크만 액세스됩니다. 서버 메모리 제어
하위 시스템은 DIMM에서 적절한 랭크를 선택하여 쓰거나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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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랭크 DIMM은 기존 메모리 기술로 가능한 최 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DRAM 기
술이 2GB 싱글 랭크 DIMM을 지원하는 경우 듀얼 랭크 DIMM은 4GB에 해당합니다.

DIMM 식별
참고:  이 서버에는 RDIMM과 UDIMM을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메모리를 함께 사용하면
BIOS를 초기화하는 동안 서버 작동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하위 시스템은 RDIMM 또는 UDIMM 중 한 가지 유형으로 채울 수는 있지만 두 가지 유형을 혼
합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DIMM 특성을 확인하려면 DIMM에 부착된 레이블과 다음 그림 및 표를 참
조하십시오.

항목 설명 정의

1 크기 —

2 랭크 1R = 싱글 랭크

2R = 듀얼 랭크

4R = 쿼드 랭크

3 데이터 폭 x4 = 4비트

x8 = 8비트

4 메모리 속도 10600 = 1333MHz

8500 = 1066MHz

5 DIMM 유형 R = RDIMM(레지스터됨)

E = UDIMM (ECC로 버퍼링 안 됨)

지원되는 메모리에 한 최신 정보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의 QuickSpecs를 참조하십시
오.

최  UDIMM 메모리 구성(ML110 G6 서버)
2GB 듀얼 랭크 UDIMM을 사용하는 경우 서버는 최  8GB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DIMM 슬롯 설치 지침(ML110 G6 서버)
DIMM 설치 시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프로세서를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 프로세서에 해 DIMM 슬롯을 설치하십시오.

● UDIMM과 RDIMM을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UDIMM은 채널별로 2개까지 지원됩니다.

● 싱글 DIMM(비 인터리빙)은 슬롯 2에 설치해야 합니다.

● 최적의 성능을 얻으려면 슬롯 2 및 슬롯 4에 두 개의 DIMM(인터리빙)을 설치하십시오.

메모리 옵션(ML150 G6 서버)
참고:  이 서버에는 RDIMM과 UDIMM을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메모리를 함께 사용하면
BIOS를 초기화하는 동안 서버 작동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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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버의 메모리 하위 시스템에서는 RDIMM 또는 UDIMM 중 한 가지로 이루어진 메모리 구성을 지원
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에서는 공통적으로 DIMM이라고 지칭하고,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만 적용되는 정보에서는 RDIMM 또는 UDIMM으로 명시됩니다. 서버에 설치된 모든 메모리
는 같은 유형이어야 합니다.

서버에서 지원되는 DIMM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33MHz 및 1066MHz로 작동하는 싱글 랭크 및 듀얼 랭크 PC3-10600(DDR-1333) DIMM

● 1066MHz로 작동하는 쿼드 랭크 PC3-8500(DDR-1067) DIMM

프로세서 모델에 따라 설치되는 DIMM 수와 설치되는 메모리 유형(UDIMM 또는 RDIMM)이 다르고 메
모리 클록 속도가 1066MHz 또는 800MHz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DIMM 슬롯 설치에 따른 영향에 
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적인 DIMM 슬롯 설치 지침(20페이지의일반적인 DIMM 슬롯 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메모리 하위 시스템 아키텍처(ML150 G6 서버)
이 서버의 메모리 하위 시스템은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프로세서마다 3개의
채널을 지원하며 각 채널은 2개의 DIMM 슬롯을 지원합니다.

채널 슬롯 슬롯 번호

1 D

A

1

2

2 E

B

3

4

3 F

C

5

6

이러한 다중 채널 아키텍처는 고급 ECC 모드에서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아키텍처에서는
Mirrored Memory(미러된 메모리) 및 Lockstep Memory(락스텝 메모리)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서버에서는 RDIMM 및 UDIMM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 서버의 DIMM 슬롯은 숫자와 문자로 식별됩니다. 문자는 특정 AMP 모드를 구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슬롯을 나타냅니다. 슬롯 번호는 부팅 시에 ROM 메시지를 통해 보고되거나 오류 보고 메시지에 표
시됩니다.

싱글 랭크, 듀얼 랭크 및 쿼드 랭크 DIMM
메모리 보호 모드를 제 로 이해하고 구성하려면 싱글 랭크, 듀얼 랭크 및 쿼드 랭크 DIMM에 해 알
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DIMM 구성에는 이러한 분류에 따른 요구 사항이 몇 가지 적용됩니다.

싱글 랭크 DIMM은 메모리에 쓰거나 메모리에서 읽을 때 액세스되는 단일 메모리 칩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듀얼 랭크 DIMM도 같은 모듈에 싱글 랭크 DIMM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번에 하나의 랭
크만 액세스됩니다. 쿼드 랭크 DIMM은 사실상 같은 모듈에 듀얼 랭크 DIMM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셈
입니다. 쿼드 랭크 DIMM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하나의 랭크만 액세스됩니다. 서버 메모리 제어
하위 시스템은 DIMM에서 적절한 랭크를 선택하여 쓰거나 읽습니다.

듀얼 랭크 및 쿼드 랭크 DIMM은 기존 메모리 기술로 가능한 최 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현
재 사용 중인 DRAM 기술에서 2GB 싱글 랭크 DIMM이 지원되는 경우 듀얼 랭크 DIMM 또는 쿼드 랭
크 DIMM으로 교체하면 각각 4GB와 8GB로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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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M 식별
참고:  이 서버에는 RDIMM과 UDIMM을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메모리를 함께 사용하면
BIOS를 초기화하는 동안 서버 작동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하위 시스템은 RDIMM 또는 UDIMM 중 한 가지 유형으로 채울 수는 있지만 두 가지 유형을 혼
합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DIMM 특성을 확인하려면 DIMM에 부착된 레이블과 다음 그림 및 표를 참
조하십시오.

항목 설명 정의

1 크기 —

2 랭크 1R = 싱글 랭크

2R = 듀얼 랭크

4R = 쿼드 랭크

3 데이터 폭 x4 = 4비트

x8 = 8비트

4 메모리 속도 10600 = 1333MHz

8500 = 1066MHz

5 DIMM 유형 R = RDIMM(레지스터됨)

E = UDIMM (ECC로 버퍼링 안 됨)

지원되는 메모리에 한 최신 정보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의 QuickSpecs를 참조하십시
오.

메모리 구성
서버 가용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서버에서는 고급 ECC를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DIMM 크기가 한정된
상태에서 메모리 용량을 극 화하며, DIMM 유형에 따라 최  8비트까지 오류 수정을 지원합니다. 이
서버에서 기본 옵션으로 설정되는 모드입니다.

고급 메모리 보호 옵션은 RBSU에서 구성됩니다. 설치된 DIMM 구성에서 지원하지 않는 AMP 모드를
요청하면 고급 ECC 모드로 서버가 부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ROM 기반 Setup 유틸리티
(33페이지의 ROM-Based Setup Utility(ROM 기반 Setup 유틸리티))"를 참조하십시오.

메모리 구성에 한 최신 정보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의 QuickSpecs를 참조하십시오.

최  RDIMM 메모리 구성
다음 표에서는 4GB RDIMM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한 최  메모리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랭크 단일 프로세서 이중 프로세서

싱글 랭크 24 GB 48 GB

듀얼 랭크 24 GB 48 GB

쿼드 랭크 24 GB 48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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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UDIMM 메모리 구성
이 서버는 2GB 싱글 랭크 또는 듀얼 랭크 UDIMM을 사용할 경우 최  12GB(단일 프로세서) 또는
24GB(이중 프로세서)의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고급 ECC 메모리 구성
고급 ECC 메모리는 이 서버의 기본 메모리 보호 모드입니다. 표준 ECC는 싱글 비트 메모리 오류를 수
정하고 멀티 비트 메모리 오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표준 ECC를 사용하여 감지된 멀티 비트 오류는
서버에 알려지고, 이 경우 서버 작동이 중지됩니다.

고급 ECC는 일부 멀티 비트 메모리 오류로부터 서버를 보호합니다. 또한 싱글 비트 메모리 오류는 물
론, 모든 오류 비트가 DIMM의 동일한 DRAM 장치에 있는 경우 4비트 메모리 오류까지 수정할 수 있
습니다.

고급 ECC는 다른 방법으로는 수정되지 않아 서버 오류를 일으키는 특정 메모리 오류를 수정할 수 있
기 때문에 표준 ECC에 비해 뛰어난 보호 성능을 제공합니다. 수정 가능한 오류 이벤트가 사전 정의된
임계 비율을 초과하면 알림이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DIMM 슬롯 설치 지침
모든 AMP 모드에 해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프로세서를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 프로세서에 해 DIMM 슬롯을 설치하십시오.

● 다중 프로세서 구성에서 성능을 극 화하려면 총 메모리 용량을 모든 프로세서에 균일하게 배분
하십시오.

● UDIMM과 RDIMM을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UDIMM은 채널별로 2개까지 지원됩니다.

● 프로세서에 해 쿼드 랭크 DIMM을 설치한 경우 해당 프로세서의 각 채널에 최  2개의 DIMM
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채널에 쿼드 랭크 DIMM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채널에서 쿼드 랭크 DIMM을 맨 먼저 설치해야 합니
다.

다음 표에는 지원되는 DIMM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설치된 슬롯(채널당) 랭크 지원되는 속도(MHz)

1 싱글 랭크 또는 듀얼 랭크 800, 1333, 1066

1 쿼드 랭크 800, 1066

2 싱글 랭크 또는 듀얼 랭크 800, 1066

2 싱글 랭크, 듀얼 랭크 또는 쿼드 랭크 800

고급 ECC 설치 지침
고급 ECC 모드 구성에 해서는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일반적인 DIMM 슬롯 설치 지침(20페이지의일반적인 DIMM 슬롯 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DIMM은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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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프로세서 고급 ECC 설치 순서

단일 프로세서를 사용한 고급 ECC 모드 구성의 경우 다음 순서로 DIMM 슬롯을 설치합니다.

● RDIMM: 사전순(A ~ F)

● UDIMM: 사전순(A ~ F)

다중 프로세서 고급 ECC 설치 순서

다중 프로세서를 사용한 고급 ECC 모드 구성의 경우 다음 순서로 각 프로세서에 해 DIMM 슬롯을 설
치합니다.

● RDIMM: 사전순(A ~ F)

● UDIMM: 사전순(A ~ F)

확장 보드 옵션
서버별 확장 보드 설치 지침은 서버와 함께 제공된 설치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서버 또는 확장 보드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서버 전원을 끄고 AC 전원 코드를 모두 뺀 후에 확
장 보드를 제거하거나 설치하십시오.

부품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서버 전원을 끕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2. ML110 G6 서버의 경우,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3.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베젤을 풀고 분리합니다(2페이지의타워 베젤 제거(ML150 G6 서버)).

◦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4. 액세스 패널을 제거합니다(1페이지의액세스 패널 분리).

5. 슬롯 덮개 고정용 구조물을 여십시오.

◦ HP ProLiant ML110 G6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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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ProLiant ML150 G6 서버

주의:  냉각 문제나 과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려면 모든 PCI 슬롯에 확장 슬롯 덮개나 확
장 보드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서버를 작동하십시오.

6. 확장 슬롯 덮개를 제거합니다.

참고:  필요하면 보드를 설치할 슬롯의 옆 슬롯 덮개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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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장 보드를 설치합니다.

8. 슬롯 덮개 고정용 구조물을 닫습니다.

9. 필요한 내부 케이블을 확장 보드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장 보드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0. 액세스 패널을 설치합니다

11. ML110 G6 서버의 경우,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2.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필요에 따라 타워 베젤을 닫거나 설치합니다.

◦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3. 필요한 외부 케이블을 확장 보드에 연결합니다.

14.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

스토리지 컨트롤러 설치
참고:  자세한 설치 및 구성 정보는 옵션과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부품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서버 전원을 끕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2. ML110 G6 서버의 경우,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3.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베젤을 풀고 분리합니다(2페이지의타워 베젤 제거(ML150 G6 서버)).

◦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4. 랙에서 서버를 분리합니다.

5. 액세스 패널을 제거합니다(1페이지의액세스 패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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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L150 G6 서버의 경우, PCI 라이저 보드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지침을 보려면 서버 설치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7. ML150 G6 서버의 경우, 하드 드라이브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8. FH(Full Height)/FL(Full Length) PCIe2 x16 확장 슬롯에 기억 장치 컨트롤러를 설치합니다
(21페이지의확장 보드 옵션).

특정 서버에 한 지침을 보려면 서버 설치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9. 스토리지 컨트롤러 케이블을 컨트롤러 및 하드 드라이브에 연결합니다.

특정 서버에 한 지침을 보려면 서버 설치 시트 및 스토리지 컨트롤러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PCI 라이저 보드 어셈블리가 제 로 장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버의 전원이 켜지지 않습
니다.

10. ML150 G6 서버의 경우, PCI 라이저 보드 어셈블리를 설치합니다.

특정 서버에 한 지침을 보려면 서버 설치 시트 및 스토리지 컨트롤러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1. 액세스 패널을 설치합니다

12. ML110 G6 서버의 경우,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3.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필요에 따라 타워 베젤을 닫거나 설치합니다.

◦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4.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

DIMM 설치
주의: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 및 기타 시스템 부품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공기 조절 장치, 드라
이브 블랭크, 액세스 패널을 모두 설치한 상태에서 서버 전원을 켜야 합니다.

1. 서버 전원을 끕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2. ML110 G6 서버의 경우,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3.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베젤을 풀고 분리합니다(2페이지의타워 베젤 제거(ML150 G6 서버)).

◦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4. 액세스 패널을 제거합니다(1페이지의액세스 패널 분리).

5. 에어 배플을 제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www.hp.com/go/bizsupport)에서 서버 설치 시트를 참조하십
시오.

6. DIMM 슬롯 래치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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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IMM을 설치합니다.

8. 공기 조절 장치를 설치합니다.

9. 액세스 패널을 설치합니다

10. ML110 G6 서버의 경우,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1.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필요에 따라 타워 베젤을 닫거나 설치합니다.

◦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락스텝 구성으로 DIMM을 설치하는 경우 RBSU에서 락스텝 모드를 구성합니다(33페이지의 ROM-
Based Setup Utility(ROM 기반 Setup 유틸리티)).

표시등 및 DIMM 문제 해결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www.hp.com/go/bizsupport)에
서 서버 설치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배터리가 지원되는 쓰기 캐시 배터리 팩 옵션
주의:  서버 오작동 또는 장비 손상을 방지하려면 어레이 용량 확장, RAID 레벨 마이그레이션 또는 스
트라이프 크기 이동 중에는 배터리 팩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주의:  서버의 전원이 꺼지고 15초가 지난 후에, 캐시 모듈에서 케이블을 분리하기 전에 황갈색 표시
등을 확인하십시오. 15초가 지난 후에도 황갈색 표시등이 깜박이면 캐시 모듈에서 케이블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캐시 모듈에서 데이터를 백업 중이며, 케이블을 분리하면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참고:  배터리 팩을 설치한 경우 충전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버의 전원을 켜면 배터리 팩
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됨을 알리는 POST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때 사용자는 아무 작업도 하
지 않아도 됩니다. 내부 회로가 자동으로 배터리를 재충전하고 배터리 팩을 활성화합니다. 이 프로세스
에는 최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시간 동안, 캐시 모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배터리 팩의
성능상 이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고:  또한 전원 공급이 정지되면 데이터 보호 및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시스템에 전원이 복구되
면 초기화 절차를 통해 보관된 데이터가 하드 드라이브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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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서버 전원을 끕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2. ML110 G6 서버의 경우,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3.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베젤을 풀고 분리합니다(2페이지의타워 베젤 제거(ML150 G6 서버)).

◦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4. 액세스 패널을 제거합니다(1페이지의액세스 패널 분리).

5. 기억 장치 컨트롤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설치합니다(23페이지의스토리지 컨트롤러 설치).

6. 컨트롤러에 캐시 모듈을 설치합니다.

7. 캐시 모듈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8. 배터리 팩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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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컨트롤러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10. 케이블의 위치를 정돈합니다.

11. 액세스 패널을 설치합니다

12. ML110 G6 서버의 경우,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3.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필요에 따라 타워 베젤을 닫거나 설치합니다.

◦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4. 랙에 서버를 설치합니다.

15.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

FBWC 모듈 및 콘덴서 팩 설치
부품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주의:  캐시 모듈 커넥터는 업계 표준 DDR3 미니 DIMM 핀아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러 오작
동으로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으므로 다른 컨트롤러용으로 제작된 캐시 모듈을 이 컨트롤러에 사용하
지 마십시오. 또한 이 캐시 모듈을 지원하지 않는 컨트롤러 모듈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으므로 모듈을 전환하지 마십시오.

1. 모든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2.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3. 서버 전원을 끕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주의:  외장 데이터 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서버는 가장 먼저 전원을 끄고 마지막으로
전원을 켜야 하는 장치입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서버 전원을 켤 때 시스템에서 드라이브 오
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4. ML110 G6 서버의 경우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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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베젤을 풀고 분리합니다(2페이지의타워 베젤 제거(ML150 G6 서버)).

◦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6. 액세스 패널을 제거합니다(1페이지의액세스 패널 분리).

7. 기억 장치 컨트롤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설치합니다(23페이지의스토리지 컨트롤러 설치).

8. 콘덴서 팩 케이블을 캐시 모듈의 위쪽에 있는 연결단자에 연결합니다.

9. 캐시 모듈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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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콘덴서 팩을 설치합니다.

11. 케이블의 위치를 정돈합니다.

12. 액세스 패널을 설치합니다

13. ML110 G6 서버의 경우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4.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필요에 따라 타워 베젤을 닫거나 설치합니다.

◦ 서버를 랙에 밀어 넣습니다.

15.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

HP TPM(Trusted Platform Module) 옵션
이 지침을 사용하여 지원되는 서버에 TPM을 설치하고 사용하십시오. 이 절차는 다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1. TPM 보드를 설치합니다(30페이지의 TPM(Trusted Platform Module) 보드 설치).

2. 복구 키/암호를 보관합니다(31페이지의복구 키/암호 얻기).

3. TPM을 활성화합니다(32페이지의 TPM(Trusted Platform Module) 활성화).

TPM을 활성화하려면 RBSU(33페이지의 ROM-Based Setup Utility(ROM 기반 Setup 유틸리
티))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RBSU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
(http://www.hp.com/go/ilomgmtengine/docs)를 참조하십시오.

TPM을 설치하려면 Microsoft Windows BitLocker 드라이브 암호화 기능과 같은 드라이브 암호화 기술
을 사용해야 합니다. BitLocker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웹 사이트(http://www.microsoft.com)
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이 문서의 지침을 항상 준수하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손상되
거나 데이터 액세스가 중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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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M을 설치 또는 교체할 때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설치된 TPM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한번 설치된 TPM은 시스템 보드의 영구 부품이 됩니다.

● 하드웨어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HP 서비스 제공업체는 TPM 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고객만이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교체를 위해 시스템 보드를 반환할 때 TPM을 시스템 보드에서 분리하지 마십시오. 교체
요청을 받으면 HP 서비스에서 예비 시스템 보드에 달린 TPM을 제공해 드립니다.

● 설치된 TPM을 시스템 보드에서 분리하려고 하면 TPM 보안 리벳이 손상되거나 구성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또는 구성이 잘못된 리벳을 찾아보기 전에, 관리자는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BitLocker 사용 시 항상 복구 키/암호를 기억하십시오. 복구 키/암호는 BitLocker가 가능한 시스템
결함을 탐색한 후 복구 모드로 전환 시 필요합니다.

● HP는 부적절한 TPM 사용으로 인해 데이터 액세스가 차단되는 문제에 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
지 않습니다. 작동 지침은 해당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기술 기능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TPM(Trusted Platform Module) 보드 설치
경고! 인체 상해, 감전 또는 장비 손상의 위험을 줄이려면 서버의 전원 코드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십
시오. 앞면 패널의 전원/ 기 버튼은 시스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AC 전원이 제거되
지 않으면 전원 공급 장치나 일부 내부 회로로도 전류가 흐르는 활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경고!  뜨거운 표면으로 인한 인체 상해의 위험을 줄이려면 드라이브 및 내부 시스템 부품의 열이 식
은 다음 만지십시오.

1. 서버 전원을 끕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2. ML110 G6 서버의 경우,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3.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베젤을 풀고 분리합니다(2페이지의타워 베젤 제거(ML150 G6 서버)).

◦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4. 서버를 평평한 작업  위에 둡니다.

5. 액세스 패널을 제거합니다(1페이지의액세스 패널 분리).

6. TPM 연결 단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버 액세스 패널에 부착된 레이블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설치된 TPM을 시스템 보드에서 분리하려고 하면 TPM 보안 리벳이 손상되거나 구성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또는 구성이 잘못된 리벳을 찾아보기 전에, 관리자는 시스템이 손상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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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PM 보드를 설치합니다. 연결 단자를 눌러 보드에 장착합니다.

8. TPM 보안 리벳을 시스템 보드 안으로 세게 눌러 설치합니다.

9. 액세스 패널을 설치합니다

10. ML110 G6 서버의 경우,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1.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필요에 따라 타워 베젤을 닫거나 설치합니다.

◦ 서버를 랙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12.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

복구 키/암호 얻기
복구 키/암호는 BitLocker™ 설치 시 생성되며 BitLocker™가 활성화되면 저장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BitLocker™ 사용 시 항상 복구 키/암호를 기억하십시오. BitLocker™에서 시스템 무결성 저하를 감지하
면 복구 키/암호를 복구 모드에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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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을 극 화하려면 복구 키/암호를 얻을 때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복구 키/암호는 항상 여러 위치에 저장하십시오.

● 서버 외 다른 위치에 복구 키/암호의 복사본을 저장해 두십시오.

●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에는 복구 키/암호를 저장하지 마십시오.

TPM(Trusted Platform Module) 활성화
F10 키를 눌러 BIOS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ProLiant 100 시리즈 서버 또는 ProLiant MicroServer에서
TPM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BIOS 구성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TPM이 서버에 설치 및 활성화된 후, 시스템 또는 옵션 펌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보드 교체, 하
드 드라이브 교체 또는 OS 응용프로그램 TPM 설정 수정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데이터 액세스가 잠깁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및 하드웨어 절차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의
HP TPM(Trusted Platform Module) 모범 사례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BitLocker™에서 TPM 사용 설정에 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웹 사이트
(http://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cc732774.aspx)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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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및 구성 유틸리티

이 단원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33페이지의 ROM-Based Setup Utility(ROM 기반 Setup 유틸리티)

35페이지의 Array Configuration Utility(어레이 구성 유틸리티)

35페이지의 Option ROM Configuration for Arrays(어레이용 ROM 구성 옵션)

36페이지의 HP Insight Diagnostics

36페이지의관리 도구

37페이지의원격 지원 및 분석 도구

38페이지의시스템 최신 상태 유지

39페이지의내장 SATA RAID 기능

40페이지의내장 SATA RAID 드라이버 설치

42페이지의운영 체제 설치

ROM-Based Setup Utility(ROM 기반 Setup 유틸리티)
RBSU는 내장 구성 유틸리티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구성 작업을 수행합니다.

● 시스템 장치 및 설치된 옵션 구성

● 시스템 정보 표시

● 기본 부팅 컨트롤러 선택

● 메모리 옵션 구성

RBSU에 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CD의 HP ROM-Based Setup Utility User Guide(HP ROM-
Based Setup Utility 사용 설명서)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smartstart/
documentation)를 참조하십시오.

RBSU 사용
RBSU를 사용하려면 다음 키를 사용하십시오.

● RBSU에 액세스하려면 서버 부팅 도중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될 때 F10 키를 누릅니다.

● 메뉴 시스템을 탐색하려면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 선택을 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 강조 표시된 구성 옵션에 한 도움말에 액세스하려면 F1 키를 누릅니다.

참고:  Enter 키를 누르면 RBSU에서 설정이 자동 저장됩니다. 유틸리티를 종료하기 전에는 설
정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른 설정을 선택한 후 Enter 키
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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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기본 구성 설정이 서버에 적용됩니다.

● 시스템 전원을 처음 켜는 경우

● 기본값이 복원된 후

일반적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본 구성 설정만으로도 충분하지만 RBSU를 사용하는 경우
구성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켜질 때마다 RBSU에 액세스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자동 구성 절차
서버를 처음 부팅하면 자동 구성 절차가 자동 실행됩니다. 부팅되는 동안 시스템 ROM에서 전체 시스
템을 자동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특별히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ORCA 유틸리
티는 개 서버에 연결된 드라이버 수에 따라 어레이를 기본 설정으로 자동 구성합니다.

참고:  서버에서 다음과 같은 모든 경우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팅 드라이브가 비어있지 않거나 이전에 작성된 적이 있는 경우 ORCA에서는 어레이를 자동
구성하지 않습니다. 어레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ORCA를 실행해야 합니다.

드라이브 구성 RAID 기능(스마트 어레이 컨트롤러) RAID 기능(소프트웨어)

2 0 또는 1 0 또는 1

3 5 —

4 6 또는 10 10

6 50 —

8 60 —

ORCA 기본 설정을 변경하고 자동 구성 절차를 덮어쓰려면 메시지가 표시될 때 F8 키를 누르십시오.

자동 구성 프로세스에서 구성된 기본 설정(예: 운영 체제 및 기본 부팅 컨트롤러 설정)을 변경하려면 관
련 메시지가 나타날 때 F10 키를 눌러 RBSU를 실행합니다.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는 RBSU를 종료하
고 서버가 자동으로 재부팅되도록 합니다.

RBSU에 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CD의 HP ROM-Based Setup Utility User Guide(HP ROM-
Based Setup Utility 사용 설명서)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smartstart/
documentation)를 참조하십시오.

부팅 옵션
부팅 옵션 화면은 부팅 과정이 거의 끝날 즈음에 표시됩니다. 이 화면은 지원되는 부팅 장치에서 시스
템이 부팅을 시도하기 전 몇 초 동안만 잠깐 표시됩니다. 이때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F10 키를 눌러 RBSU에 액세스합니다.

● F12 키를 눌러 PXE Network(PXE 네트워크) 부팅을 강제 설정합니다.

BIOS 직렬 콘솔
BIOS 직렬 콘솔을 사용하면 직렬 포트를 구성하여 POST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고 서버 COM 포트의
직렬 연결단자를 통해 RBSU를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구성 중인 서버에는 키보드 및
마우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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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직렬 콘솔에 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CD의 BIOS Serial Console User Guide(BIOS 직렬 콘
솔 사용 설명서)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smartstart/documentation)를 참조하십
시오.

Array Configuration Utility(어레이 구성 유틸리티)
ACU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브라우저 기반 유틸리티입니다.

● 로컬 응용프로그램 또는 원격 서비스로 실행됨

● 온라인 어레이 용량 확장, 논리 드라이브 확장, 온라인 예비 부품 할당 및 RAID 지원 또는 스트라
이프 크기 이동

● 미구성된 시스템에 한 최적의 구성 방안 제안

● 여러 운영 모드를 지원하여 구성 속도 또는 구성 옵션에 한 제어 향상

● 서버가 켜져 있는 경우 언제든지 사용 가능

● 화면에 구성 절차의 각 단계에 한 팁 표시

● ACU 버전 8.28.13.0부터 진단 탭에서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이전 어레이 진단 유틸리티 기능).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최소 디스플레이 설정은 1024 x 768 해상도에 16비트 색상입니다.
Microsoft®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서버의 경우 지원되는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 Internet Explorer 6.0 이상

● Mozilla Firefox 2.0 이상

Linux 서버에서의 추가 브라우저 및 지원 정보에 해 알아보려면 README.TXT 파일을 읽어 보십시
오.

컨트롤러 및 그 기능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bizsupport2.austin.hp.com/bc/docs/
support/SupportManual/c01608507/c01608507.pdf)의 HP Smart Array Controllers for HP ProLiant
Servers User Guide(HP ProLiant 서버 사용 설명서용 HP 스마트 어레이 컨트롤러)를 참조하십시오.
어레이를 구성하려면 HP 웹 사이트(http://bizsupport1.austin.hp.com/bc/docs/support/SupportManual/
c00729544/c00729544.pdf)의 Configuring Arrays on HP Smart Array Controllers Reference
Guide(HP 스마트 어레이 컨트롤러의 어레이 구성 참조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Option ROM Configuration for Arrays(어레이용 ROM 구성
옵션)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전에 ORCA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첫 논리 드라이브를 작성하고 RAID 수준을 정
하고 온라인 예비 구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에서 다음 기능에 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 하나 이상의 논리 드라이브 재구성

● 현재 논리 드라이브 구성 보기

● 논리 드라이브 구성 삭제

● 특정 컨트롤러를 부팅 컨트롤러로 설정

● 부팅 볼륨 선택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ORCA에서는 표준 구성을 기본 설정으로 사용합니다.

KOWW Array Configuration Utility(어레이 구성 유틸리티) 35

http://www.hp.com/support/smartstart/documentation
http://bizsupport2.austin.hp.com/bc/docs/support/SupportManual/c01608507/c01608507.pdf
http://bizsupport2.austin.hp.com/bc/docs/support/SupportManual/c01608507/c01608507.pdf
http://bizsupport1.austin.hp.com/bc/docs/support/SupportManual/c00729544/c00729544.pdf
http://bizsupport1.austin.hp.com/bc/docs/support/SupportManual/c00729544/c00729544.pdf


ORCA에서 사용하는 기본 구성에 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CD의 HP ROM-Based Setup Utility
User Guide(HP ROM-Based Setup Utility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컨트롤러 및 그 기능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bizsupport2.austin.hp.com/bc/docs/
support/SupportManual/c01608507/c01608507.pdf)의 HP Smart Array Controllers for HP ProLiant
Servers User Guide(HP ProLiant 서버 사용 설명서용 HP 스마트 어레이 컨트롤러)를 참조하십시오.
어레이를 구성하려면 HP 웹 사이트(http://bizsupport1.austin.hp.com/bc/docs/support/SupportManual/
c00729544/c00729544.pdf)의 Configuring Arrays on HP Smart Array Controllers Reference
Guide(HP 스마트 어레이 컨트롤러의 어레이 구성 참조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HP Insight Diagnostics
HP Insight Diagnostics 유틸리티는 서버의 하드웨어 정보를 표시하고 시스템이 제 로 작동하는지 테
스트합니다. 이 유틸리티에는 온라인 도움말이 제공되며 빠른 설치 CD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관리 도구
도구 목록:

36페이지의 ROMPaq 유틸리티

36페이지의 Lights-Out 100i 기술

37페이지의 HP ILO(Integrated Lights-Out) 가상 플로피 및 CD-ROM 드라이브

37페이지의 USB 지원

ROMPaq 유틸리티
ROMPaq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시스템 펌웨어(BIOS)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를 업그레이
드하려면 사용 가능한 USB 포트에 ROMPaq USB 키를 삽입하고 시스템을 부팅합니다. ROMPaq뿐만
아니라, Windows 및 Linux 운영 체제용 온라인 플래시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시스템 펌웨어를 업그레
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ROMPaq 유틸리티에서는 시스템을 검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펌웨어 버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사용할
펌웨어 버전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버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서버별 페이지에 접속
하려면 브라우저에 다음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http://www.hp.com/support/<servername>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hp.com/support/dl360g6

Lights-Out 100i 기술
LO100i 하위 시스템은 일부 ProLiant 서버의 표준 구성 요소로서, 서버 상태 및 원격 서버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LO100i 하위 시스템에는 전용 또는 공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LO100i는 호스트 서버 및 운영 체제와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LO100i 하위 시스템은 모든 허
가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고 경고를 보내며 기타 서버 관리 기능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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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100i를 사용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원격으로 호스트 서버의 전원을 켜거나 끄고 재부팅

● 호스트 서버의 상태에 관계없이 LO100i에서 경고 보내기

● LO100i 인터페이스를 통해 문제 해결 기능에 액세스

● HP SIM과 통합

LO100i 기능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ervers/lights-out)의 LO100i 문
서를 참조하십시오.

HP ILO(Integrated Lights-Out) 가상 플로피 및 CD-ROM 드라이브
LO100i는 LO100i 가상 플로피 및 CD-ROM 드라이브 기능을 통해 디스켓 드라이브 및 CD-ROM 드라
이브 기능을 제공합니다.

LO100i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ervers/lights-out)의 HP Integrated
Lights-Out User Guide(HP ILO(Integrated Lights-Out)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USB 지원
HP에서는 표준 USB 2.0 지원 및 레거시 USB 2.0 지원을 모두 제공합니다. 표준 지원은 OS가 적절한
USB 장치 드라이버를 통해 제공합니다. HP는 OS가 로드되기 전에는 레거시 USB 지원을 통해 USB
장치에 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 지원은 시스템 ROM에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레거시 USB 지원은 USB 지원 이용이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환경에서 USB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HP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 해 USB 기능을 제공합니다.

● POST

● RBSU

● 진단

● DOS

● 원래 USB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작동 환경

원격 지원 및 분석 도구
도구 목록:

37페이지의 HP Insight Remote Support 소프트웨어

HP Insight Remote Support 소프트웨어
HP Insight Remote Support 소프트웨어는 HP 서버 및 저장 장치에 해 연중 무휴로 안전한 원격 지원
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문제 해결에 시간을 허비하는 신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회사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안전한 기술을 사용하여 하드웨어 오류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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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
니다. HP Insight Remote Support 솔루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중소 규모 환경: HP Insight Remote Support Standard는 기본 원격 모니터링, 알림/자문 및 서비
스 발송 기능을 제공합니다. 1 ~ 50 의 서버가 설치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공유
HP ProLiant Windows 응용프로그램 서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HP EVA 저장
장치와 Microsoft Windows, Red Hat Enterprise Linux 및 Novell SUSE를 실행하는 HP ProLiant,
BladeSystems, HP Integrity 및 HP 9000 서버를 지원합니다. HP 웹 사이트
(http://h20392.www2.hp.com/portal/swdepot/displayProductInfo.do?
productNumber=RSSWMBASE)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 중간 규모 및 규모 환경: 규모 환경을 상으로 하는 HP Insight Remote Support Pack(이전
의 Service Essentials Remote Support Pack)은 HP SIM(Systems Insight Manager)과 통합되어
HP 서버, 저장 장치, 네트워크 및 SAN 환경은 물론, HP에 서비스 의무가 있는 일부 Dell 및 IBM
Windows 서버에 한 포괄적인 원격 모니터링, 알림/자문, 발송, 적극적 서비스 지원을 제공합니
다. 또한 HP에서 HP Mission Critical Services 지원 계약에 따른 수준 높은 적극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이용됩니다. HP 웹 사이트(http://h20392.www2.hp.com/portal/swdepot/
displayProductInfo.do?productNumber=ISDVD)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이 두 가지 HP Insight Remote Support 솔루션은 모두 HP 기술에 한 보증 기간이 남아 있거나
HP Care Pack 서비스 또는 HP 유상 지원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www.hp.com/go/insightremote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최신 상태 유지
도구 목록:

38페이지의드라이버

38페이지의운영 체제 버전 지원

38페이지의 Subscriber's choice

드라이버

HP 드라이버와 유틸리티는 빠른 설치 CD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신 드라이버 및 지원되는 운영 체
제에 한 정보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전에 항상 백업을 수행하십시오.

운영 체제 버전 지원
지원되는 운영 체제 버전에 한 자세한 내용은 운영 체제 지원 매트릭스(http://www.hp.com/go/
supportos)를 참조하십시오.

Subscriber's choice
HP Subscriber's Choice는 고객이 개인별 제품 팁 전자 우편, 관련 기사, 드라이버 및 지원 경고, 기타
알림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가입 등록 서비스입니다.

프로필을 생성하고 알림을 선택하려면 HP 웹 사이트(http://www.hp.com/go/subscriberschoice)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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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SATA RAID 기능
SATA RAID 기능은 ACU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 기능은 시스템은 내장 SATA 컨트롤러에 RAID 기능
(RAID 0, RAID 1 또는 RAID 10)을 제공합니다.

SATA RAID 기능 구성
SATA RAID 기능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RBSU의 SATA RAID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39페이지의 RBSU에서 SATA RAID 기능 설정).

2. RAID 볼륨을 생성합니다.

RBSU에서 SATA RAID 기능 설정
주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를 백업한 후 다음 과정을 진행하십시오. 구성 프로세스를 실행
하면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1.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서버의 전원이 이미 켜져 있으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열려 있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  RBSU의 RAID 옵션 활성화는 RAID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이 옵션
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OS는 OS 미디어에서 표준 ATA 드라이버를 로드합니다.

2. POST 동안 F10 눌러 RBSU를 시작합니다. POST 전에 F10 키를 누르지 못한 경우 서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 Advanced(고급) 메뉴 화면에서 Hard Disk Configuration(하드 디스크 구성)을 선택합니다.

4. Configure Controller 1(컨트롤러 1 구성) 필드를 RAID로 설정합니다.

5. F10 키를 누른 다음 Yes(예)를 선택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RBSU를 종료합니다. 서버가 자
동으로 재부팅됩니다.

6. RAID 볼륨을 생성합니다.

RAID 볼륨 생성
1. RBSU의 SATA RAID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39페이지의 RBSU에서 SATA RAID 기능 설정).

2. 시스템이 재부팅된 후에 F8 키를 눌러 RAID 구성 유틸리티를 활성화합니다.

3. Option 메뉴에서 Array Configuration Utility를 선택합니다.

4. 두 개의 SATA 드라이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기본 메뉴 화면에서 기본 메뉴의 Create Array(어레이 생성)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에 RAID 0,
RAID 1 또는 RAID 10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6. RAID 수준을 선택합니다.

주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를 백업한 후 다음 과정을 진행하십시오. 구성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7. Esc 키를 누릅니다. 시스템에서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기존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해당 RAID 수
준을 구성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드라이브 성능에 따라 최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8. 구성이 완료되면 Esc 키를 눌러 유틸리티를 종료합니다.

SATA RAID 기능 구성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
E_SATA_RAID_C_UG_en)의 HP Embedded SATA RAID Controller User Guide(HP 내장 SATA RAID
컨트롤러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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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SATA RAID 드라이버 설치
HP는 HP 저장소 관리자를 통해 SATA RAID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시스템의 내장
SATA 컨트롤러에 한 RAID 기능(RAID 0 또는 RAID 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하드웨어
내장 SATA RAID 드라이버를 설치하려면 디스켓 드라이브와 CD-ROM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Microsoft® Windows® OS 환경에서는 USB 디스켓 드라이브, LO100i 가상 플로피 또는 내장 SATA
RAID Windows® 드라이버를 사용한 가상 플로피를 통해서만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버의 경우에는 이 드라이브들이 기본 하드웨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디스켓 드라이브 및 CD-ROM 드라이브 옵션
서버의 디스켓 드라이브 옵션 또는 CD-ROM 드라이브 옵션이 필요하면 HP 공인 판매업체에 문의하십
시오.

가까운 HP 공인 리점은 다음 번호로 문의하십시오.

● 미국: 1-800-345-1518

● 캐나다: 1-800-263-5868

● 기타 국가에서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를 참조하십시오.

HP ILO(Integrated Lights-Out) 가상 플로피 및 CD-ROM 드라이브
LO100i Advanced는 LO100i 가상 플로피 및 CD-ROM 드라이브 기능을 통해 디스켓 드라이브 및 CD-
ROM 드라이브 기능을 제공합니다.

LO100i Advanced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ervers/lights-out)의
HP Integrated Lights-Out User Guide(HP ILO(Integrated Lights-Out)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USB 디스켓 드라이브 및 CD-ROM 드라이브
드라이버별 설명서에 다른 설명이 없는 한 USB 디스켓 드라이브와 USB CD-ROM 드라이브로 충분히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디스켓 드라이브 자리에 USB 드라이브 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OS는 USB 드라이브
키에서의 드라이버 설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  HP 표준 USB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P에서는 표준 USB 2.0 지원 및 레거시 USB 2.0 지원을 모두 제공합니다. 표준 지원은 OS가 적절한
USB 장치 드라이버를 통해 제공합니다. HP는 OS가 로드되기 전에는 레거시 USB 지원을 통해 USB
장치에 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 지원은 시스템 ROM에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레거시 USB 지원은 USB 지원 이용이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환경에서 USB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HP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 해 USB 기능을 제공합니다.

● POST

● RBSU

●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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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S

● 원래 USB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작동 환경

디스켓 이미지 작성
HP 내장 SATA RAID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HP 웹 사이트(http://h20000.www2.hp.com/
bizsupport/TechSupport/Home.jsp)의 지침에 따라 드라이버 디스켓을 작성하십시오. 웹 사이트에서
"고객지원 및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USB 디스켓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내장 SATA RAID 드라이버 설치
1. 서버를 부팅한 다음 F10 키를 눌러 RBSU(ROM 기반 Setup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2. Advanced Options(고급 옵션) 섹션에서 Embedded SATA RAID(내장 SATA RAID) 옵션을 설정
합니다.

3. RBSU를 종료합니다. 서버가 재부팅됩니다.

4. 메시지가 나타나면 F8 키를 눌러 HP Embedded SATA RAID Setup을 실행합니다.

5. 어레이를 생성한 다음 HP Embedded SATA RAID Setup을 종료합니다. POST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됩니다.

어레이 생성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
E_SATA_RAID_C_UG_en)의 HP Embedded SATA RAID Controller User Guide(HP 내장 SATA
RAID 컨트롤러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6. 운영 체제를 설치합니다.

운영 체제 설치에 한 자세한 내용은 서버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가상 플로피를 사용하여 내장 SATA RAID 드라이버 설치
참고:  가상 플로피 기능을 사용하려면 LO100i 옵션 키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
(http://h20000.www2.hp.com/bizsupport/TechSupport/Home.jsp)의 HP ProLiant Lights-Out Remote
Management User Guide(HP ProLiant Lights-Out 원격 관리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네트워크 케이블이 서버 뒷면의 LO100 NIC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서버를 부팅한 다음 F10 키를 눌러 RBSU(ROM 기반 Setup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3. Advanced Options(고급 옵션) 섹션에서 Embedded SATA RAID(내장 SATA RAID) 옵션을 설정
합니다.

4. RBSU를 종료합니다. 서버가 재부팅됩니다.

5. 디스켓을 작성합니다.

가상 플로피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h20000.www2.hp.com/bizsupport/
TechSupport/Home.jsp)의 HP ProLiant Lights-Out Remote Management User
Guide(HP ProLiant Lights-Out 원격 관리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6. 드라이버 디스켓을 원격 PC 디스켓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7. LO100 가상 플로피를 사용하여 PC 디스켓 드라이브에 액세스합니다.

가상 플로피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h20000.www2.hp.com/bizsupport/
TechSupport/Home.jsp)의 HP ProLiant Lights-Out Remote Management User
Guide(HP ProLiant Lights-Out 원격 관리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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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

9. 운영 체제를 설치합니다.

운영 체제 설치
OS를 설치하려면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에서 SATA RAID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
고 소프트웨어와 지침을 사용하여 드라이버 디스켓을 작성합니다.

지원되는 Microsoft® Windows® 설치
1. OS CD를 삽입하고 시스템을 부팅합니다.

2. 메시지가 나타나면 F6 키를 눌러 타사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참고:  시스템에서 컨트롤러를 인식하도록 하려면 5초 내에 F6 키를 눌러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컨트롤러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 앞서 작성한 SATA RAID 드라이버 디스켓을 삽입합니다. 다음 동작을 알려주는 프롬프트가 표시
됩니다.

4. S 키를 눌러 드라이버 디스켓에서 드라이버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OS
가 디스켓에서 알맞은 드라이버를 검색합니다.

5. Adaptec Embedded Serial ATA HostRAID 드라이버를 찾으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6. 나머지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지원되는 Linux OS 설치
HP 내장 SATA RAID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Linux OS를 설치하려면 해당 O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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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해결

이 단원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43페이지의사전 진단 단계

48페이지의문제 해결 플로차트

59페이지의하드웨어 문제

79페이지의소프트웨어 문제

82페이지의펌웨어 유지 관리

84페이지의 HP에 문의

사전 진단 단계
경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시스템 부품을 제거하거나, 교체, 재장착 또는 변경하
기 전에 항상 서버 설명서에 있는 경고와 주의 사항들을 숙지하십시오.

참고:  본 설명서에서는 여러 종류의 서버에 해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정보는 현재 문제가
발생한 서버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서버가 지원하는 절차, 하드웨어 옵션, 소프트웨어
도구 및 운영 체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서버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중요 안전 정보를 검토합니다(43페이지의주요 안전 수칙).

2. 증상 정보를 수집합니다(45페이지의증상에 한 정보).

3. 진단용 서버를 준비합니다.

4. 진단 플로차트 시작(49페이지의진단 시작용 플로차트)을 사용하여 진단 과정을 시작합니다.

주요 안전 수칙
서버에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다음 단원에 있는 안전 수칙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주요 안전 수칙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서버와 함께 제공된 주요 안전 수칙 문서를 먼저 읽으십시오.

장치에 부착된 기호
다음 기호는 발생 가능한 위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유해한 에너지 회로 또는 감전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의뢰하십시오.

경고! 감전으로 인한 상해를 방지하려면, 이 케이스를 열지 마십시오. 모든 유지 관리, 업그레이드
및 보수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의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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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호는 감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없거나 현장에
서 수리할 수 없는 부품에 표시됩니다. 절 로 열지 마십시오.

경고! 감전으로 인한 상해를 방지하려면, 이 케이스를 열지 마십시오.

 
RJ-45 소켓에 표시된 이 기호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연결을 나타냅니다.

경고! 감전, 화재 또는 장비 손상을 방지하려면, 이 소켓에 전화 또는 기타 통신용 커넥터를 꽂지 마
십시오.

 
이 기호는 뜨거운 표면 또는 뜨거운 부품에 한 주의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 표면에 닿으면 상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고온 부품으로 인한 상해를 방지하려면, 제품의 표면이 충분히 냉각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만
지십시오.

 

중량(kg)
중량(파운드)

이 기호는 한 사람이 장치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무게를 초과한 부품을 나타냅니
다.

경고! 상해나 장비 손상을 방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장 보건 및 안전 지침과 수작업 자재 취급 지
침을 준수하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시스템에 표시된 이러한 기호는 복수 전원에 의해 전원이 공급됨을 나타냅니다.

경고! 감전으로 인한 상해를 방지하려면, 시스템 전원 차단 시 모든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경고 및 주의 사항
경고! HP의 교육을 받은 공인된 기술자만 이 장비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및 수리 절
차는 서브어셈블리/모듈 레벨의 수리만 허용되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별 보드 및 서브어셈블리는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부품을 수리하거나 인쇄 회로 기판을 변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적절한 수리
작업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고! 신체의 상해나 장비 손상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수평 조절용 다리들이 모두 바닥에 닿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평 조절용 다리들이 랙 전체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일 랙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랙에 고정용 다리를 장착하십시오.

여러 개의 랙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랙이 가지런히 결합되도록 하십시오.

컴포넌트는 한 번에 하나씩 꺼내십시오.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컴포넌트를 꺼내는 경우 랙이 불안정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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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감전의 위험 또는 장비 손상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반드시 접지된 전원 코드 플러그를 사용하십시오. 접지 플러그는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전원 코드는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접지된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려면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전선이 밟히거나 다른 물건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십시오. 플러그, 전기 콘센트 및 코드가
서버에서 나오는 부분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20.41-27.22kg

경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감전이나 장비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산업 안전 관리 규정 및 장비 조작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섀시를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섀시를 들어 올리거나 고정시킬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십시오.

서버가 레일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정합니다.

랙에 서버를 올려 놓을 때, 전원 공급 장치와 기타 착탈식 모듈을 분리하여 제품의 전반적인 무게를
줄이십시오.

주의: 통풍이 잘 되도록 서버의 앞면과 뒷면에 7.6cm 이상의 공간을 두십시오.

주의: 서버는 접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올바른 작동을 위해 제 로 접지된 AC 콘센트에만
전원 코드를 연결하십시오.

증상에 한 정보
서버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었습니까? 작업 중 어느 단계가 끝난 후 문제가 발생
했습니까?

● 서버가 작동한 이후 어떤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까?

● 최근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거나 제거했습니까? 그랬다면 당시 경우에 따라 서버 설
정 유틸리티에서 설정을 적절히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 문제의 증상이 서버에서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문제가 무작위로 발생한다면 어떤 기간이나 주기로 발생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다음 정보가 유용합니다.

● HP Insight Diagnostics(36페이지의 HP Insight Diagnostics)를 실행하고 Survey 페이지를 사용하
여 현재 구성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전 구성 상태와 비교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록을 참조하십시오.

● 서버 표시등 및 상태를 참조하십시오.

진단을 위한 서버 준비
1. 서버가 적절한 전원, 통풍, 습도 등 알맞은 작업 환경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환경 조건은 서

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시스템에서 표시하는 모든 오류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3. 모든 디스켓, CD를 미디어 드라이브에서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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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버를 오프라인으로 진단할 경우 서버와 주변 장치의 전원을 끕니다. 가능하면 표준 종료 절차에
따라 종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종료하십시오.

a.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b. 운영 체제를 종료합니다.

c. 서버 전원을 끕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5. 테스트에 필요하지 않은 주변 장치를 모두 분리합니다(서버를 켜는 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장치).
오류 메시지를 인쇄하려면 프린터는 분리하지 마십시오.

6. Torx 드라이버, 루프백 어댑터, 정전기 손목 보호 ,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도구 및 유틸리티를 준비합니다.

해당 서버의 설명서에서 본 제품에만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문제 해결
느슨한 연결 상태(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서비스 알림(46페이지의서비스 알림)

펌웨어 업데이트(47페이지의펌웨어 업데이트)

DIMM 취급 지침(47페이지의 DIMM 취급 지침)

하드 드라이브 지침(47페이지의 SAS 및 SATA 하드 드라이브 지침)

SAS 및 SATA 하드 드라이브 표시등 조합(47페이지의 SAS 및 SATA 하드 드라이브 표시등 조합)

잘못된 연결
주의:  가상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 중 일부에서 가상 연결 자격 증명 및 온보드 관리자와
가상 연결 상호 연결망 모듈 간의 통신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가상 연결 구성은 다음 절차를 진행
하기 전에 백업해야 합니다. 가상 연결 구성은 가상 연결 GUI 또는 가상 연결 지원 유틸리티를 통해 백
업할 수 있습니다.

지침:

● 모든 전원 케이블이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케이블이 제 로 배열되었는지 여부와 케이블과 외장 부품이 단단히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 각 장치가 제 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구성 요소를 다시 장착할 때 회로 보드가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장치에 래치가 있으면 래치가 완전히 닫혀 있고 잠겨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부품의 연결 상태를 알려 주는 인터커넥트 표시등이 있다면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가 지속되면 각 장치를 모두 분리하고 구부러진 핀이나 손상된 곳이 없는지 연결단자와 소켓
을 확인하면서 장치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서비스 알림
최신 서비스 알림을 보려면 HP 웹 사이트(http://www.hp.com/go/biz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서
버 모델을 선택한 후 제품 페이지에서 Troubleshoot a Problem(문제 해결)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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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다음 위치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십시오.

● HP 지원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에서 제공되는 HP Smart Component

● HP 지원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에서 제공되는 특정 서버 또는 옵션 펌웨어의 최신
버전

● HP 지원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에서 제공되는 옵션 펌웨어 부품 업데이트

HP는 가입 서비스를 통해 펌웨어 업데이트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bscriber's
Choice(38페이지의 Subscriber's choice)"를 참조하십시오.

펌웨어 업데이트에 한 자세한 내용은 "펌웨어 유지 관리(82페이지의펌웨어 유지 관리 )"를 참조하
십시오.

DIMM 취급 지침
주의: DIMM을 올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DIMM 부품과 시스템 보드 연결단자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DIMM을 다룰 때는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정전기 방전을 방지하십시오(96페이지의정전기 방전.

● 항상 DIMM의 가장자리만 잡으십시오.

● DIMM 아래쪽에 있는 연결단자를 만지지 마십시오.

● DIMM을 손가락으로 감싸지 마십시오.

● DIMM 옆쪽에 있는 부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 DIMM을 굽히거나 휘지 마십시오.

DIMM을 설치할 때는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DIMM을 장착하기 전에 DIMM을 슬롯에 맞추십시오.

● DIMM을 맞추고 장착할 때는 두 손가락으로 DIMM의 가장자리를 잡으십시오.

● DIMM을 장착하려면 두 손가락으로 DIMM 위쪽을 가볍게 누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h20000.www2.hp.com/bizsupport/TechSupport/Document.jsp?
lang=en&cc=us&objectID=c008 68283&jumpid=reg_R1002_USEN)를 참조하십시오.

SAS 및 SATA 하드 드라이브 지침
서버에 하드 드라이브를 추가할 때에는 다음 일반 지침을 따르십시오.

● 시스템이 자동으로 드라이브 번호를 설정합니다.

● 하드 드라이브를 하나만 사용할 경우 베이에 가장 낮은 드라이브 번호로 설치합니다.

● 드라이브를 동일한 드라이브 배열로 그룹화할 때는 드라이브 성능이 동일해야 최 의 저장 공간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참고:  ACU는 동일한 논리 볼륨에 SAS 드라이브와 SATA 드라이브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SAS 및 SATA 하드 드라이브 표시등 조합
참고:  사전 오류 경고는 서버가 Smart Array 컨트롤러에 연결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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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작동 표시등(녹색) 오류/UID 표시등(황갈색/파란색) 의미

켜짐 꺼짐 또는 깜박임 황갈색과 파란색 체 드라이브가 작동하지 않거나 이 드라이
브에 해 사전 오류 경고가 발생합니다.
또한 관리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되
었습니다.

켜짐 꺼짐 또는 깜박임 계속 파란색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관리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켜짐 황갈색, 규칙적으로 깜박임(1Hz) 이 드라이브에 해 사전 오류 경고가 수
신되었습니다.

가능한 즉시 드라이브를 교체하십시오.

켜짐 꺼짐 드라이브가 온라인 상태지만 현재 활성
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깜박임(1Hz) 황갈색, 규칙적으로 깜박임(1Hz) 드라이브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드라이
브를 제거하면 작동이 종료되고 데이터
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용량 확장 또는 스트라이프 마이그레이
션이 진행 중인 어레이에 속하는 드라이
브에 해 사전 오류 경고가 수신되었습
니다. 데이터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확장 또는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될 때까
지 드라이브를 교체하지 마십시오.

규칙적으로 깜박임(1Hz) 꺼짐 드라이브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드라이
브를 제거하면 작동이 종료되고 데이터
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재작성 또는 삭제 중이거나
드라이브가 진행 중인 용량 확장 또는 스
트라이프 마이그레이션의 일부입니다.

불규칙적으로 깜박임 황갈색, 규칙적으로 깜박임(1Hz) 드라이브가 활성 상태이지만 이 드라이
브에 해 사전 오류 경고가 수신되었습
니다. 가능한 즉시 드라이브를 교체하십
시오.

불규칙적으로 깜박임 꺼짐 드라이브가 활성 상태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꺼짐 계속 황갈색 이 드라이브에 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
견되어 컨트롤러가 드라이브를 오프라
인 상태로 변경했습니다. 가능한 즉시 드
라이브를 교체하십시오.

꺼짐 황갈색, 규칙적으로 깜박임(1Hz) 이 드라이브에 해 사전 오류 경고가 수
신되었습니다. 가능한 즉시 드라이브를
교체하십시오.

꺼짐 꺼짐 드라이브가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예비
드라이브이거나 어레이의 일부로 구성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 플로차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진단 시작용 플로차트(49페이지의진단 시작용 플로차트)" 단원
의 첫 번째 플로차트로 진단을 시작하여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플로차트에서 문
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용 플로차트(50페이지의일반 진단용 플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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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진단 절차를 따르십시오. 일반 진단용 플로차트는 발생한 문제가 서버 고유의 문제가 아니거나
특정 범주의 플로차트로 분류하기 어려운 문제일 경우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절차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플로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 시작용 플로차트(49페이지의진단 시작용 플로차트)

● 일반 진단용 플로차트(50페이지의일반 진단용 플로차트)

● 전원 켜는 문제용 플로차트(52페이지의전원 문제용 플로차트)

● POST 문제용 플로차트(54페이지의 POST 문제용 플로차트)

● OS 부팅 문제용 플로차트(56페이지의 OS 부팅 문제용 플로차트)

● 서버 오류 표시용 플로차트(58페이지의서버 오류 표시등용 플로차트)

진단 시작용 플로차트
다음 플로차트와 표를 사용하여 진단 작업을 시작합니다.

항목 참조

1 일반 진단용 플로차트(50페이지의일반 진단용 플로차트)

2 전원 켜기 문제용 플로차트(52페이지의전원 문제용 플로차
트)

3 POST 문제용 플로차트(54페이지의 POST 문제용 플로차
트)

4 OS 부팅 문제용 플로차트(56페이지의 OS 부팅 문제용 플로
차트)

5 서버 오류 표시용 플로차트(58페이지의서버 오류 표시등용
플로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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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단용 플로차트
일반 진단용 플로차트에서는 일반적인 문제 접근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다른 플로차트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다음 플로차트를 사용하십시오.

항목 참조

1 증상에 한 정보(45페이지의증상에 한 정보)

2 느슨한 연결 상태(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3 서비스 알림(46페이지의서비스 알림)

4 특정 서버나 펌웨어 옵션의 최신 버전은 HP 웹 사이트
(http://www.hp.com/support)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 일반적인 메모리 문제 발생(70페이지의일반적인 메모리 문
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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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참조

6 ● 서버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설명서는 빠른 설치 CD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products/servers/
platform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하드웨어 문제(59페이지의하드웨어 문제)"

● 서버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설명서는 빠른 설치 CD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products/servers/
platform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 ● 서버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설명서는 빠른 설치 CD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products/servers/
platform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하드웨어 문제(59페이지의하드웨어 문제)"

8 ● "필요한 서버 정보"

● 필요한 운영체제 정보(85페이지의필요한 운영 체제 정
보)

9 HP 연락처 정보(97페이지의 HP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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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문제용 플로차트
증상:

● 서버가 켜지지 않습니다.

● 시스템 전원 표시등이 꺼져 있거나 황갈색입니다.

참고:  서버의 표시등 위치와 상태에 한 설명은 해당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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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원인:

● 부적절하게 장착되었거나 전원 공급 장치 고장

● 잘못 연결되어 있거나 전원 코드 문제

● 전원 문제

● 전원을 켜는 회로 문제

● 부적절하게 장착된 부품 또는 잠금 장치 문제

● 고장 난 내부 부품

항목 참조

1 서버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설명서는 빠른 설치 CD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products/servers/
platform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진단용 플로차트(50페이지의일반 진단용 플로차트)

3 느슨한 연결 상태(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4 전원 문제(60페이지의전원 문제)

5 ◦ 전원 공급 장치 문제(60페이지의전원 공급 장치 문
제)

◦ 서버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설명서는 빠른 설치 CD 또
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products/
servers/platform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 시스템 개방 회로 및 합선(72페이지의시스템 개방 회로
및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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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문제용 플로차트
증상:

● 서버에서 POST가 끝나지 않습니다.

참고:  시스템이 부팅 장치에 액세스하려 할 때 서버가 POST를 완료합니다.

● 서버에 오류가 발생한 채로 POST가 끝났습니다.

가능한 원인:

● 부적절하게 장착되었거나 내부 부품 고장

● KVM 장치 고장

● 비디오 장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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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참조

1 서버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설명서는 빠른 설치 CD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products/servers/
platform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느슨한 연결 상태(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3 일반적인 메모리 문제 발생(70페이지의일반적인 메모리
문제 발생)

4 ◦ "하드웨어 문제(59페이지의하드웨어 문제)"

◦ 서버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설명서는 빠른 설치 CD 또
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products/
servers/platform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 증상에 한 정보(45페이지의증상에 한 정보)

6 ◦ "필요한 서버 정보"

◦ 필요한 운영체제 정보(85페이지의필요한 운영 체제
정보)

7 HP 연락처 정보(97페이지의 HP 연락처 정보)

KOWW 문제 해결 플로차트 55

http://www.hp.com/products/servers/platforms
http://www.hp.com/products/servers/platforms
http://www.hp.com/products/servers/platforms
http://www.hp.com/products/servers/platforms


OS 부팅 문제용 플로차트
증상: 이전에 설치한 운영 체제가 부팅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원인:

● 운영 체제 손상

● 하드 드라이브 하위 시스템 문제

항목 참조

1 “HP Insight Diagnostics(36페이지의 HP Insight
Diagno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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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참조

2 ◦ 운영체제 문제(79페이지의운영 체제 문제)

◦ HP 연락처 정보(97페이지의 HP 연락처 정보)

3 일반적인 메모리 문제 발생(70페이지의일반적인 메모리
문제 발생)

4 ◦ "하드웨어 문제(59페이지의하드웨어 문제)"

◦ 서버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설명서는 빠른 설치 CD 또
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products/
servers/platform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 일반 진단용 플로차트(50페이지의일반 진단용 플로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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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오류 표시등용 플로차트
증상: 부팅은 되지만 내부 상태 표시등 또는 외부 상태 표시등이 빨간색 또는 황갈색입니다.

참고:  서버의 표시등 위치와 상태에 한 설명은 해당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가능한 원인:

● 부적절하게 장착되었거나 내부 또는 외부 부품 고장

● 지원되지 않는 부품 설치

● 중복(Redundancy) 오류

● 시스템 과열 상태

항목 참조

1 서버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설명서는 빠른 설치 CD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products/servers/
platform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전원 켜기 문제용 플로차트(52페이지의전원 문제용 플로
차트)

3 “HP Insight Diagnostics(36페이지의 HP Insight
Diagnostics)”

4 ◦ "하드웨어 문제(59페이지의하드웨어 문제)"

◦ 서버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설명서는 빠른 설치 CD 또
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products/
servers/platform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 HP 연락처 정보(97페이지의 HP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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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문제
전원 문제(60페이지의전력 문제)

일반적인 하드웨어 문제(62페이지의일반적인 하드웨어 문제)

내부 시스템 문제(64페이지의내부 시스템 문제)

시스템 개방 회로 및 단락(72페이지의시스템 개방 회로 및 단락)

외부 장치 문제(72페이지의외장 장치 문제)

오디오 문제(74페이지의오디오 문제)

프린터 문제(74페이지의프린터 문제)

마우스 및 키보드 문제(74페이지의마우스 및 키보드 문제)

모뎀 문제(75페이지의모뎀 문제)

네트워크 컨트롤러 문제(77페이지의네트워크 컨트롤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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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문제

문제 목록:

60페이지의전원 문제

60페이지의전원 공급 장치 문제

61페이지의 UPS 문제

전원 문제
지침:

1. 전원/ 기 버튼을 눌러 버튼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원/ 기 버튼이 버튼을 누른 후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버튼일 경우 스위치를 세게 누르십시오.

2. 다른 장치를 접지된 전원 콘센트에 꽂아 보아 콘센트가 제 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전
원이 서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3. 전원 코드를 문제가 없는 전원 코드로 교체하여 코드 문제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4. 전원 스트립을 문제가 없는 전원 스트립으로 교체하여 스트립 문제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5. 자격이 있는 전기 기술자가 회선 전압을 점검하여 요구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6. 적합한 회로 차단기가 On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7. 지원되는 서버에 Enclosure Dynamic Power Capping(인클로저 동적 전력 캡핑)이나 Enclosure
Power Limit(인클로저 전력 제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서버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전
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P 웹 사이트(http://h20000.www2.hp.com/bc/docs/support/SupportManual/c01549455/
c01549455.pdf)의 HP Power Capping and HP Dynamic Power Capping for ProLiant
servers(ProLiant 서버용 HP 전력 캡핑 및 HP 동적 전력 캡핑) 기술 요약

◦ HP 웹 사이트(http://www.hp.com/go/bladesystem/documentation)의 HP BladeSystem
Onboard Administrator User Guide(HP BladeSystem 온보드 관리자 사용 설명서)

8. 연결이 잘못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전원 공급 장치 문제
지침:

1.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2. 전원 공급 장치에 표시등이 있으면 표시등이 각 전원 공급 장치가 제 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시등이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표시할 경우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하십시오.

3. 시스템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지, 특히 하드 드라이브 등의 최근 추가한 하드웨어가 있으
면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추가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품 고유의 정보에 해서는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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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문제

문제 목록:

61페이지의 UPS가 제 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61페이지의배터리 부족 경고가 표시됩니다

61페이지의하나 이상의 UPS 표시등이 빨간색입니다

UPS가 제 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침:

1. UPS 배터리가 작동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으로 충전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UPS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UPS 전원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위치의 위치는 UPS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3. UPS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원 관리 CD에 있는 전원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4. 전원 코드가 해당 UPS 및 국가에 맞는 유형인지 확인하십시오. 사양은 UPS 참조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5. 회선 코드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6. 각 회로 차단기가 On 위치에 있는지는 확인하고, 필요하면 퓨즈를 교체하십시오. 문제가 반복적
으로 발생하면 인증된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7. UPS 표시등을 점검하여 배터리나 현장 배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UPS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8. UPS에서 절전 모드가 시작된 경우 적절한 작동에 해 절전 모드를 해제하십시오. UPS 절전 모
드는 앞쪽 패널에 있는 구성 모드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9. 배터리를 교환하여 손상이 과열로 인한 것이 아니었는지, 특히 최근에 에어컨 고장이 있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참고:  UPS 배터리의 최적 작동 온도는 25°C입니다. 주변 온도가 최적 온도보다 평균 약
8°C ~ 10°C 증가할 때마다 배터리 수명이 50%씩 감소합니다.

배터리 부족 경고가 표시됩니다

지침:

1. UPS를 접지된 AC 콘센트에 최소 24시간 이상 꽂아서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 배터리를 테스트하
십시오. 필요하면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2. 배터리 부족 경고가 표시되기까지 주어진 시간을 변경하여 경고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확인하
십시오. 지침을 보려면 UP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하나 이상의 UPS 표시등이 빨간색입니다

지침: 오류의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특정 표시등에 한 지침을 보려면 UP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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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하드웨어 문제

문제 목록:

62페이지의새 하드웨어 문제

63페이지의알 수 없는 문제

63페이지의타사 장치 문제

새 하드웨어 문제
지침:

1. 설치할 하드웨어가 해당 서버에서 지원되는 장치인지 확인하려면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지원되지 않는 하드웨어는 제거하십시오.

2. 문제가 해당 하드웨어 버전에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면 해당 하
드웨어와 함께 제공된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참조할 문서가 없는 경우 HP 지원 웹 사이트
(http://www.hp.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3. 새 하드웨어가 제 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치, 서버 및 운영 체제의 설명서를 참조하여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인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모리 뱅크의 불완전한 설치

◦ 해당 PPM이 없는 프로세서 설치

◦ 종단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ID가 적절히 설정되지 않은 SCSI 장치의 설치

◦ 다른 장치가 CS로 설정되어 있을 때 IDE 장치를 기본/보조로 설정한 상태

◦ 전원 케이블이 아닌 새 장치의 데이터 케이블 연결

4. 메모리, 입출력 또는 인터럽트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5.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6. 모든 케이블이 올바른 위치에 연결되어 있고, 케이블 길이가 적당한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
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7. 새 하드웨어 부품 설치 중 실수로 다른 부품을 장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8. 장치 드라이버, ROM 업데이트 및 패치와 같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모두 설치되어 있
고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스마트 어레이 컨트롤러를 사용할 경우 최신 스마트
어레이 컨트롤러 장치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9. 모든 장치 드라이버가 해당 하드웨어용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올바른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
에 잘못된 드라이버를 모두 삭제하십시오.

10. 보드나 기타 옵션을 설치하거나 교체한 F10 키를 눌러 BIOS Setup 유틸리티를 실행하여 모든 시
스템 부품이 변경 사항을 인식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유틸리티를 실행하지 않으면 구성 오류를 알
리는 POST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BIOS 설정 메뉴에서 설정을 점검한 후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유틸리티를 종료한 다음 서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11. 모든 스위치 설정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스위치 설정에 한 추가 정보
는 서버의 액세스 패널 안쪽에 있는 레이블이나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2. 모든 보드가 서버에 제 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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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P Insight Diagnostics(36페이지의 HP Insight Diagnostics)를 실행하여 장치를 인식하고 테스트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4. 새 하드웨어를 분리하십시오.

알 수 없는 문제
지침:

1. 서버의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2. 서버 설명서에 있는 지침과 주의 사항에 따라 서버를 시작하는 데 불필요한 모든 카드와 장치를
제거하여 서버를 가장 기본적인 구성 상태로 만드십시오. 모니터는 서버의 시작 과정을 볼 수 있
도록 연결된 채로 유지하십시오.

3. 전원을 다시 연결한 후 시스템 전원을 켜십시오.

◦ 비디오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비디오 문제(73페이지의비디오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반드시 HP에서 교육 받은 공인 기술자만 시스템 보드의 분리해야 합니다. 시스템
보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HP 기술 지원 팀
(97페이지의 HP 연락처 정보)에 문의하십시오.

◦ 시스템이 이 최소한의 구성 상태에서도 오류가 발생한다면 기본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
다. 현 상태 이전에 프로세서, PPM, 전원 공급 장치 및 메모리가 모두 작동하는 것을 이미 확
인했다면 시스템 보드를 교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각 부품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시스템이 부팅되고, 비디오가 작동된다면 한 부품을 추가한 다음 서버를 다시 시작하여 이
부품이 문제의 원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각 부품을 한 번에 하나씩 서버에 다시 추가하십
시오. 각 부품을 다시 서버에 추가할 때에는 서버의 전원을 분리하고 서버 설명서의 지침과
주의 사항에 따르십시오.

타사 장치 문제
지침:

1. 서버와 운영 체제의 설명서를 참조하여 서버와 운영 체제가 해당 장치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
오.

2. 최신 드라이버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장치 설명서를 참조하여 장치가 제 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기본 PCI 또는
PCI-X 버스에 타사 PCI 또는 PCI-X 보드가 각각 설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치 테스트

지침:

1. 장치를 분리하십시오.

장치를 분리한 상태에서도 서버가 작동할 경우 문제가 장치에 있거나, 서버가 해당 장치를 지원하
지 않거나 해당 장치가 다른 장치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2. 버스에 해당 장치만 있는 경우 다른 장치를 버스에 설치하여 버스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매번 서버를 다시 시작하여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할 때 장치를 다음과 같이 이동하십시오.

a. 동일한 버스에 있는 다른 슬롯으로 이동(PCI Express에는 해당 안 됨)

b. 다른 버스에 있는 PCI, PCI-X 또는 PCI Express 슬롯으로 이동

c. 동일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의 다른 서버(작동하는 서버)에서 동일한 슬롯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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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가 모든 슬롯에서 작동할 경우에는 원래 슬롯에 오류가 있거나 보드가 제 로 장착되지 않았
던 것입니다. 보드를 원래 슬롯에 다시 삽입하여 확인하십시오.

4. 보드를 테스트할 경우(또는 보드에 연결하는 장치를 테스트할 경우) 다음과 같이 테스트하십시오.

a. 다른 보드를 모두 제거하고 해당 보드를 테스트합니다.

b. 해당 보드만 제거하고 서버를 테스트합니다.

주의:  NVRAM을 지우면 구성 정보가 삭제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전체 지침을
보려면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NVRAM을 지우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NVRAM을 지우십시오. 하지만 백업
용 .SCI 파일의 사용 여부에 한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이 파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필요
한 .CFG, .OVL 또는 .PCF 파일을 준비하십시오.

내부 시스템 문제

문제 목록:

64페이지의 CD-ROM 및 DVD 드라이브 문제

65페이지의 DAT 드라이브 문제

66페이지의디스켓 드라이브 문제

67페이지의팬 문제

68페이지의하드 드라이브 문제

69페이지의메모리 문제

71페이지의 PPM 문제

71페이지의프로세서 문제

CD-ROM 및 DVD 드라이브 문제

문제 목록:

64페이지의시스템이 드라이브에서 부팅되지 않습니다

65페이지의드라이브에서 데이터 읽기가 일관되지 않거나 드라이브가 데이터를 읽지 못합니다

65페이지의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드라이브에서 부팅되지 않습니다

지침:

1. 드라이브 부팅 순서가 제일 먼저 CD-ROM 드라이브에서 부팅되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2. CD-ROM 드라이브 점퍼가 CS(공장 출하 시 기본값)로 설정된 경우 CD-ROM 드라이브가 케이블
에서 장치 0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서버가 이 드라이브에서 부팅할 수 있습니
다.

3.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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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팅하려는 미디어가 손상되지 않았고, 부팅 가능한 CD인지 확인하십시오.

5. USB CD-ROM 드라이브에서 부팅을 시도할 경우에는 운영 체제 및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여 둘
다 USB CD-ROM 드라이브에서의 부팅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브에서 데이터 읽기가 일관되지 않거나 드라이브가 데이터를 읽지 못합니다

지침:

1. 드라이브와 미디어를 청소하십시오.

2. 종이 또는 플라스틱 레이블이 사용 중인 CD 또는 DVD 표면에 부착된 경우 레이블과 여타 부착된
잔류물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3. 삽입한 CD 또는 DVD 형식이 해당 드라이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CD만 지원하는 드라이브에 DVD를 삽입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침:

1.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2. 드라이브 설명서를 참조하여 케이블이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케이블이 제 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없는 케이블로 교체하여 원래 케이블에 문제
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테스트하십시오.

4. 올바른 최신 드라이버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DAT 드라이브 문제

문제 목록:

65페이지의감지 오류 코드가 표시됩니다

65페이지의 DAT 드라이브 오류가 발생합니다

66페이지의 DAT 드라이버의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66페이지의최신 펌웨어에서 오류가 있는 테이프 또는 헤드 장애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표시합니다

66페이지의다른 오류가 발생합니다

감지 오류 코드가 표시됩니다

지침: DAT 드라이브 감지 오류 코드에 해서는 DAT 드라이브 문제 해결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백
서를 보려면 HP 웹 사이트(http://www.hp.com)에서 검색하십시오.

DAT 드라이브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침:

1.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최소 네 번 이상 드라이브를 청소하여 헤드를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헤드는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거하십시오.

DAT 드라이브는 8~25시간 사용하면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미디어나
질이 나쁜 미디어를 사용할 때 간헐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 시에는 장치 설명서
와 서버 설명서에 설명된 올바른 청소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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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새 DAT 테이프에는 DAT 드라이브의 읽기/쓰기 헤드를 오염시키는 먼지 등이 있을 수 있
습니다. 백업을 위해 새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 DAT 드라이브를 자주 청소하십시오.

DAT 드라이버의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지침: 드라이브가 해당 드라이브에 권장되는 데이터 양보다 많은 데이터를 백업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DAT 드라이브는 최적 및 최  데이터 백업 크기 내에서 제 로 작동하도록 설계
됩니다. 드라이브 설명서를 참조하여 해당 드라이브에 적절한 데이터 백업 크기를 결정하십시오.

최신 펌웨어에서 오류가 있는 테이프 또는 헤드 장애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표시합니다

지침: 테이프를 교체하십시오.

다른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침: 드라이브를 교체하십시오.

디스켓 드라이브 문제

문제 목록:

66페이지의디스켓 드라이브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66페이지의디스켓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6페이지의디스켓 드라이브가 디스켓을 읽지 못합니다

67페이지의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습니다

67페이지의비시스템 디스크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7페이지의디스켓 드라이브가 디스켓에 쓰지 못합니다

디스켓 드라이브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지침:

1.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2. 디스켓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디스켓에 디스켓 유틸리티를 실행하십시오(일부 시
스템에서는 CHKDSK를 실행하십시오).

3. 디스켓을 제 로 삽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디스켓을 꺼낸 후 드라이브에 다시 올바로 설치하십
시오.

4. 디스켓 드라이브에 케이블이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디스켓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침: 디스켓의 디렉토리 구조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디스켓 유틸리티를 실행하여 조각
화 상태를 확인하십시오(일부 시스템에서는 CHKDSK를 실행하십시오).

디스켓 드라이브가 디스켓을 읽지 못합니다

지침:

1. 포맷하지 않은 디스켓인 경우 포맷하십시오.

2. 사용하는 드라이브 종류를 확인하고 올바른 디스켓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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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침: 드라이브와의 연결이 잘못된 곳(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시스템 디스크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지침:

1. 드라이브에서 비시스템 디스켓을 꺼내십시오.

2. Non-Bootable(부팅 불가능) USB 장치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연결을 해제하십시오.

디스켓 드라이브가 디스켓에 쓰지 못합니다

지침:

1. 포맷하지 않은 디스켓인 경우 포맷하십시오.

2. 디스켓이 쓰기 금지로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쓰기 금지된 경우 다른 디스켓을 사용하거나 쓰기
금지를 해제하십시오.

3. 경로 구문의 드라이브 문자를 확인하여 올바른 드라이브에 쓰기를 시도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4. 디스켓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팬 문제

문제 목록:

67페이지의일반적인 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팬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침:

1. 팬이 올바로 장착되어 있고 제 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a. 액세스 패널 제거와 팬 액세스 및 교체에 해서는 서버 설명서의 절차와 경고 사항을 따르
십시오.

b.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각 팬을 분리한 다음 다시 장착하십시오.

c. 액세스 패널을 다시 설치한 다음 서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2. 팬 구성이 서버 기능을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통풍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액세스 패널이 없는 채로 오랫동안 서버를 작동한 경우 부품에
열로 인한 손상을 초래하는 통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구 사항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 서버를 부팅하는 동안 온도 문제나 팬 오류에 한 정보를 표시하는 POST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
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온도에 한 요구 사항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5. 작동하지 않는 팬 중 꼭 필요한 팬은 모두 교체하고 서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세한 팬 요구 사
항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6. 모든 팬 슬롯에 팬이나 블랭크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요구 사항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7. 팬 공기의 흐름 경로가 케이블이나 기타 물체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KOWW 하드웨어 문제 67



하드 드라이브 문제

문제 목록:

68페이지의시스템이 POST를 완료했지만 하드 드라이브 오류가 발생합니다

68페이지의인식되는 하드 드라이브가 없습니다

68페이지의하드 드라이브가 서버에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69페이지의새 드라이브가 인식되지 않음

69페이지의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음

69페이지의서버 응답이 평소보다 느립니다

시스템이 POST를 완료했지만 하드 드라이브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침:

1.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2. 장치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3. 하드 드라이브의 케이블 연결이 제 로 되어 있고 종단 처리가 필요한 곳은 처리되었는지 확인하
십시오.

4. 하드 드라이브 케이블을 상태가 양호한 케이블로 교체하여 케이블 문제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5. Insight Diagnostics(36페이지의 HP Insight Diagnostics)를 실행한 다음 오류가 표시된 부품을 교
체하십시오.

인식되는 하드 드라이브가 없습니다

지침:

1. 전원 문제(60페이지의전력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2. 연결이 잘못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3. 설치된 하드 드라이브를 컨트롤러가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4. 컨트롤러에 최신 펌웨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5. 컨트롤러에서 라이센스 키를 지원하고 해당 구성이 이중 도메인일 경우 라이센스 키가 설치되어
야 합니다.

하드 드라이브가 서버에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침:

1. 하드 드라이브의 표시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드 드라이브 표시
등에 해서는 서버 설명서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를 참조하십시오.

2.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3. 하드 드라이브를 제거하고 구성 점퍼가 제 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어레이 컨트롤러를 사용할 경우 하드 드라이브가 어레이에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레이
구성 유틸리티를 실행하십시오.

5. 드라이브가 제 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브 설명서를 참조하여 적절한 구성을 확
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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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핫플러그 드라이브가 아닐 경우 다른 하드 드라이브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SCSI ID
충돌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7. 올바른 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새 드라이브가 인식되지 않음

지침:

1. 드라이브가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버의 지원 여부는 서버 설명서 또는 HP 웹 사이트
(http://www.hp.com/go/biz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2. 다른 베이에 하드 드라이브를 설치하여 드라이브 베이가 손상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3. HP Insight Diagnostics(36페이지의 HP Insight Diagnostics)를 실행한 다음 그런 다음 오류가 발
생한 부품은 교체하십시오.

4. 드라이브가 교체 드라이브이거나 어레이 컨트롤러에 있는 경우 기존 드라이브와 동일한 유형인
지, 용량이 크거나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음

지침:

1. 파일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운영 체제용 복구 유틸리티를 실행하십시오.

2. 서버에 바이러스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최신 버전의 바이러스 검사 유틸리티를 실행하십시오.

3. TPM이 설치되어 있고 BitLocker쇏™사용되는 경우 RBSU에 TPM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33페이지의 ROM-Based Setup Utility(ROM 기반 Setup 유틸리티)). 운영 체제 설명서에서
TPM 교체 복구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4. 암호화된 데이터를 새 서버로 마이그레이션할 때는 운영 체제 설명의 복구 절차를 따르십시오.

서버 응답이 평소보다 느립니다

지침: 하드 드라이브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여유 공간의 크기를 늘리십시오. 하드
드라이브에는 최소 15%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메모리 문제

문제 목록:

70페이지의일반적인 메모리 문제 발생

70페이지의서버에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70페이지의메모리 카운트에 오류가 있습니다

71페이지의서버가 기존 메모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71페이지의서버가 새 메모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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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메모리 문제 발생

지침:

● 메모리 구성을 분리하고 최소화하십시오. DIMM을 다룰 때에는 특히 주의하십시오(47페이지의
DIMM 취급 지침).

◦ 메모리가 서버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 서버의 지침 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서버의 경우에는 메모리 뱅크에 비어 있는 곳이 없어야 하거나 메모리 뱅크 내의 모든 메모
리가 동일한 크기, 유형, 속도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메모리가 제 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하려면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메모리 슬롯에 해당하는 서버 표시등을 점검하십시오.

◦ 어느 DIMM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모를 경우에는 나머지 뱅크의 DIMM을 모두 제거하여
뱅크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각 뱅크를 테스트하십시오. 그런 다음 뱅크에 있는 각 DIMM을
문제가 없는 DIMM으로 바꿔가며 오류가 발생한 DIMM을 분리해 내십시오.

◦ 타사 메모리는 제거하십시오.

● 메모리를 테스트하려면 HP Insight Diagnostics(36페이지의 HP Insight Diagnostics)를 실행하
십시오.

서버에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지침:

1. 메모리가 제 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응용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여 메모리 구성의
필요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2. 운영 체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3. 메모리 카운트 오류(70페이지의메모리 카운트에 오류가 있습니다)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
합니다. POST 수행 시 메모리 카운트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

메모리 카운트에 오류가 있습니다

가능한 원인: 메모리 모듈이 올바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침:

1. 서버지 지원하는 메모리 모듈인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메모리 모듈이 지원되는 구성으로 올바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3. 메모리 모듈이 제 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47페이지의 DIMM 취급 지침).

4. 운영 체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5. 서버를 다시 시작해도 여전히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6. HP Insight Diagnostics(36페이지의 HP Insight Diagnostics)를 실행한 다음 그런 다음 오류가 발
생한 부품은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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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기존 메모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침:

1. 메모리를 다시 장착하십시오. DIMM을 다룰 때에는 특히 주의하십시오(47페이지의 DIMM 취급
지침).

2. 메모리가 제 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메모리카운트 오류(70페이지의메모리 카운트에 오류가 있습니다)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
시오. POST 수행 시 메모리 카운트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

서버가 새 메모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침:

1. 메모리가 해당 서버에 맞는 유형인지, 서버 요구 사항에 따라 설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설
명서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를 참조하십시오.

2. 서버 또는 운영 체제의 메모리 제한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3. 메모리가 제 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기존 메모리와 충돌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설정 유틸리티를 실행하십시오.

5. 메모리를 문제가 없는 서버에 설치하여 테스트하십시오. 메모리가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새 서버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6. 메모리를 교체하십시오.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PPM 문제
지침: PPM이 시스템 보드에 통합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주의:  서버를 액세스 패널이 열리거나 없는 채로 장시간 작동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통풍과 냉각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열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PPM 표시등이 있으면 이 표시등을 점검하여 PPM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표시등에 
한 자세한 내용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각 PPM을 다시 장착한 다음 서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3. PPM을 다시 장착해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PPM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고 서버를 다시 시
작하여 PPM이 작동하는지 확인한 다음, 전원이 순환될 때마다 각 PPM을 개별적으로 설치하십
시오. 서버 설명서에 있는 경고와 주의 사항을 따르십시오.

프로세서 문제
지침:

1. 프로세서 표시등이 있으면 이 표시등을 점검하여 PPM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표시등
에 한 자세한 내용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서버가 각 프로세서를 제 로 지원하는지, 각 프로세서가 제 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
로세서 요구 사항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서버 ROM이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

4. 서버에서 지원하지 않는 프로세서 스테핑, 핵심 속도 또는 캐시 크기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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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일부 프로세서와 방열판을 제거하여 교체하려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프
로세서와 방열판은 통합되어 있어서 일단 분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서버
에 한 지침을 보려면 서버 사용 설명서에 있는 프로세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5. 서버에 프로세서가 하나만 설치된 경우 상태가 양호한 프로세서로 교체하십시오. 서버를 다시 시
작한 후 문제가 해결되면 원래 프로세서에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6. 서버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설치된 경우 각 프로세서를 다음과 같이 테스트하십시오.

a. 프로세서를 하나만 남기고 모두 서버에서 제거하십시오. 각각을 프로세서 터미네이터 보드
나 블랭크로 체하십시오(해당되는 경우).

b. 시스템 보드에 통합되지 않은 PPM이 서버에 포함된 경우 남아 있는 프로세서와 연결된
PPM만 남기고 모든 PPM을 서버에서 제거하십시오.

c. 남아 있는 프로세서를 상태가 양호한 프로세서로 교체하십시오. 서버를 다시 시작한 후 문제
가 해결되면 하나 이상의 원래 프로세서에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각 프로세서와 해당
PPM(해당되는 경우)을 하나씩 설치하십시오. 매번 서버를 다시 시작하여 오류가 있는 프로
세서를 찾습니다. 각 단계의 프로세서 구성이 서버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스템 개방 회로 및 단락
지침:

주의:  서버를 액세스 패널이 열리거나 없는 채로 장시간 작동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통풍과 냉각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열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서버 표시등을 확인하여 문제의 원인을 나타내는 표시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표시등에 해
서는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서버에 연결된 모든 전원을 제거하십시오.

3. 해당 영역에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해당 영역의 각 부품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설명서에서 각 부품에 한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특정 영역을 점검하여 문제의 원인을 판단할 수 없으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각 동작 다음 서버를 다
시 시작하여 문제가 수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I/O 확장 보드를 다시 장착합니다.

● 서버의 나머지 부분에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시스템 보드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나사, 파편 또는 슬롯 브래킷 블랭크와 같이 부품을 단락시킬 수 있는 이물질들이 존재하는지 확
인합니다.

외장 장치 문제

문제 목록:

73페이지의비디오 문제

72 5 장   문제 해결 KOWW



비디오 문제

문제 목록:

73페이지의서버를 켠 후 60초 이상 화면이 깜박입니다

73페이지의절전 기능을 사용할 때 모니터가 제 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74페이지의비디오 색상이 잘못되었습니다

74페이지의화면에 느리게 움직이는 가로 줄무늬가 표시됩니다

서버를 켠 후 60초 이상 화면이 깜박입니다

지침:

1. 모니터를 켜고 모니터에 전원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모니터 표시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2. 모니터 전원 코드가 꽂혀 있는 AC 콘센트가 잘 접지되었는지 혹은 작동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3. 모니터가 원하는 서버나 KVM에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 랙에 올려진 서버들의 경우, KVM 스위치에 연결된 케이블을 점검하고 스위치가 해당 서버에
해 올바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KVM 스위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면 모니터

를 서버에 직접 연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타워형 서버의 경우 모니터에서 서버로 연결되는 케이블을 점검한 다음 서버에서 전원 콘센
트로 연결되는 케이블을 점검 하십시오.

5. 아무 키를 누르거나 암호를 입력하여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서 절전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6. 비디오 드라이버가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버 요구 사항은 타사 비디오 어댑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7. 비디오 확장 보드를 추가해 내장 비디오를 체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경우 비디오
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내장 비디오에서 비디오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확장 보
드의 비디오 잭에 다시 연결하십시오.

참고:  비디오 확장 보드가 있으면 모든 서버가 자동으로 내장 비디오를 무시하게 됩니다.

8. 아무 키를 누르거나 암호를 입력한 뒤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잠깐 기다려서 시동 시 암호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POST가 완료되었을 때 화면에 키 기호가 표시되면 시동 시
암호 기능이 활성화되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암호를 모르면 시스템 보드의 암호 해제 스위치를 사용하여 시동 시 암호 기능을 해제해야 합니
다.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9. 비디오 확장 보드가 PCI 핫플러그 슬롯에 설치된 경우 슬롯에 있는 전원 표시등을 점검하여(해당
되는 경우) 슬롯에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0. 서버와 운영 체제가 해당 비디오 확장 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절전 기능을 사용할 때 모니터가 제 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침: 모니터가 절전 기능에 한 지원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원하지 않으면 이 기능을 해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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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색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침:

● 15핀 VGA 케이블이 서버의 올바른 VGA 포트와 모니터에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니터와 모든 KVM 스위치가 서버의 VGA 출력과 호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화면에 느리게 움직이는 가로 줄무늬가 표시됩니다

지침: 자기장 간섭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모니터를 다른 모니터나 변압기에서 먼 곳으
로 옮기십시오.

오디오 문제
지침: 서버 스피커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문제

문제 목록:

74페이지의프린터에서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74페이지의프린터 출력 내용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프린터에서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지침:

1. 프린터가 켜져 있고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2.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3. 올바른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린터 출력 내용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침: 올바른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우스 및 키보드 문제
지침:

1.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KVM 스위칭 장치를 사용
할 경우 서버가 스위치에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랙에 올려진 서버의 경우 스위치 상자에 연결된 케이블을 점검하고 스위치가 해당 서버에 
해 올바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타워형 서버의 경우 입력 장치에서 서버로 연결되는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2. KVM 스위칭 장치를 사용할 경우 모든 케이블과 연결단자가 적절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지, 스위
치에서 지원하는 것들인지 확인하십시오. 스위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운영 체제에 최신 드라이버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드라이버를 교체하여 장치 드라이버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5.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고, 서버 재시작 후에 입력 장치가 올바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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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장치에 상당하며 상태가 양호한 다른 장치(다른 유사한 마우스나 키보드)로 교체하십시오.

◦ 새 마우스 또는 키보드로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I/O 보드의 연결단자 포트가 손
상된 것입니다. 보드를 교체하십시오.

◦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원래의 입력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치를 교체
하십시오.

7. 키보드나 마우스가 올바른 포트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키보드 표시등이 POST 시 깜박
이거나 NumLock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
른 포트에 연결해 보십시오.

8. 키보드나 마우스가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모뎀 문제

문제 목록:

75페이지의발신음이 없습니다

75페이지의 AT 명령을 입력했을 때 응답이 없습니다

76페이지의 AT명령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76페이지의연결이 이루어진 후 데이터가 깨진 문자로 표시됩니다

76페이지의모뎀이 걸려오는 전화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76페이지의모뎀이 다른 모뎀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76페이지의모뎀이 온라인 중에 끊어집니다

77페이지의 AT 명령 초기화 문자열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77페이지의연결 오류가 발생합니다

77페이지의온라인 가입 서비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77페이지의 56Kbps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발신음이 없습니다
지침:

1. 케이블을 모뎀 설명서에 나와 있는 로 꽂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작동하는 전화를 벽면의 전화 잭에 직접 연결한 다음 해당 회선의 발신음을 테스트하십시오.

3. 발신음이 들리지 않으면 전화 회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 전화국에 연락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하십시오.

AT 명령을 입력했을 때 응답이 없습니다
지침: 모뎀에 할당된 COM 포트 주소를 다시 구성하십시오.

1. 통신 소프트웨어가 모뎀이 연결된 COM 포트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소프트웨어와 모뎀의 IRQ 설정을 점검하여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3. 명령 프롬프트에 AT&F를 입력하여 모뎀을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십시오.

4. MS-DOS 모드가 아닌 터미널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5. 전체 AT 명령 목록을 보려면 HP 웹 사이트(http://www.hp.com)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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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명령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지침: echo 명령을 AT 명령 ATE를 사용하여 On으로 설정하십시오.

연결이 이루어진 후 데이터가 깨진 문자로 표시됩니다
지침:

1. 두 모뎀이 속도, 데이터, 패리티, 중지 비트를 포함하여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2. 소프트웨어가 올바른 터미널 에뮬레이션에 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a. 소프트웨어를 다시 올바로 구성하십시오.

b. 서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c. 통신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하십시오.

d. 서버를 다시 시작한 다음 모뎀을 다시 연결하십시오.

모뎀이 걸려오는 전화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침:

1. 통신 소프트웨어의 자동 응답 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2. 응답기가 모뎀이 응답할 수 있기 전 회선에 응답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a. 응답기를 끄십시오.

또는

자동 응답을 위한 벨소리 수를 줄인 다음 응답기를 재구성하십시오.

b. 서버를 다시 시작한 다음 다시 연결하십시오.

모뎀이 다른 모뎀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침:

1. 발신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회선을 사용하기 전에 다른 내선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3. 올바른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상 방 쪽의 모뎀이 제 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뎀이 온라인 중에 끊어집니다
지침:

1.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2. 회선 장애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해당 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십시
오. 상태가 계속 좋지 않으면 전화 회사에 연락하여 회선 테스트를 요청하십시오.

3. 걸려오는 전화가 통화 보류로 인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통화 보류를 해제한
다음 다시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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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명령 초기화 문자열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침: 작업 수행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문자열을 사용하십시오. 기본 초기화 문자열은
AT&F&C1&D2&K3입니다.

연결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침:

1. 연결 중인 모뎀의 최  전송 속도(보드율)를 확인한 다음 전송 속도가 일치하도록 변경하십시오.

2. 액세스하는 회선이 오류 제어 기능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AT 명령 AT&Q6%C0를 사용하여 해제하
십시오.

3. 회선 장애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해당 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십시
오. 상태가 계속 좋지 않으면 전화 회사에 연락하여 회선 테스트를 요청하십시오.

4. 모뎀이 최신인지, CCITT 및 Bell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면 지원되는 모뎀으로
교체하십시오.

온라인 가입 서비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지침:

1. 액세스하는 회선이 오류 제어 기능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AT 명령 AT&Q6%C0를 사용하여 해제하
십시오.

2. 액세스하는 ISP에서 낮은 전송 속도(보드율)로 액세스할 것을 요구할 경우 통신 소프트웨어를 다
시 구성하여 연결 속도를 ISP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십시오.

3. 이것이 소용 없으면 AT 명령 AT&Q6N0S37=11을 사용하여 더 느린 전송 속도(14400 보드)로 설
정하십시오.

56Kbps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지침:

1. ISP가 연결하는 최  전송 속도(보드율)를 찾아 이를 반영하도록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낮은 전
송 속도에서 다시 연결해 보십시오.

2. 회선 장애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해당 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십시
오. 상태가 계속 좋지 않으면 전화 회사에 연락하여 회선 테스트를 요청하십시오.

네트워크 컨트롤러 문제

문제 목록:

78페이지의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78페이지의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78페이지의확장 보드를 추가하자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79페이지의네트워크 인터커넥트 블레이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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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침:

1. 네트워크 컨트롤러 표시등을 확인하여 이 문제의 원인을 나타내는 표시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표시등에 한 설명은 네트워크 컨트롤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3. 네트워크 케이블을 상태가 양호한 케이블로 교체하여 케이블 문제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4. 소프트웨어 문제가 오류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PCI 핫플러그 장치를 추가하거나 교
체하기 위한 지침은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해당되는 경우).

5. 서버와 운영 체제가 해당 컨트롤러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해당 서버 및 운영 체제의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6. 컨트롤러가 BIOS Setup 유틸리티에서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7. PCI 핫플러그 전원 표시등을 확인하여 PCI 슬롯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해당되
는 경우).

8. 서버 ROM이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

9. 컨트롤러 드라이버가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

10. 유효한 IP 주소가 컨트롤러에 할당되었는지, 구성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11. Insight Diagnostics(36페이지의 HP Insight Diagnostics)를 실행한 다음 오류가 표시된 부품을 교
체하십시오.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지침:

1. 네트워크 컨트롤러 표시등을 확인하여 이 문제의 원인을 나타내는 표시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표시등에 한 설명은 네트워크 컨트롤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컨트롤러에 해 올바른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설치했는지, 드라이버 파일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3.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4. 네트워크 케이블을 상태가 양호한 케이블로 교체하여 케이블 문제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5. PCI 핫플러그 전원 표시등을 확인하여 PCI 슬롯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해당되
는 경우).

6.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7. Insight Diagnostics(36페이지의 HP Insight Diagnostics)를 실행한 다음 오류가 표시된 부품을 교
체하십시오.

확장 보드를 추가하자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지침:

1. 연결상태가 느슨한 곳이 없는지(46페이지의잘못된 연결) 확인하십시오.

2. 서버와 운영 체제가 해당 컨트롤러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해당 서버 및 운영 체제의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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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확장 보드가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도록 서버 구성을 바꾸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
오.

a. 운영 체제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컨트롤러에 해 네트워크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다시 설
치하십시오.

b. 서버를 다시 시작하고 BIOS Setup 유틸리티를 실행한 다음 서버가 컨트롤러를 인식하고 컨
트롤러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c. 서버를 다시 시작한 다음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4.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여 올바른 드라이버를 설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5.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여 드라이버 매개변수를 네트워크 컨트롤러의 구성에 맞게 설정되었
는지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인터커넥트 블레이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침: 네트워크 인터커넥트 블레이드가 제 로 장착되어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프트웨어 문제
소프트웨어 문제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소스는 운영 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설
명서로서 이 설명서는 오류를 보고하고 시스템 구성을 보존하는 오류 감지 도구에 해 언급하기도 합
니다.

다른 유용한 리소스로는 HP Insight Diagnostics(36페이지의 HP Insight Diagnostics)와 HP SIM이 포
함됩니다. 중요한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데에 이 도구들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운영 체제 문제

문제 목록:

79페이지의운영 체제가 잠겼습니다

79페이지의일반 보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80페이지의오류 로그에 오류가 표시됩니다

80페이지의서비스 팩을 설치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운영 체제가 잠겼습니다
지침: 최신 바이러스 검사 유틸리티로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십시오.

일반 보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일반 보호 오류는 Microsoft 운영 체제가 오류와 함께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상
황이 포함됩니다.

● 할당할 RAM 수량을 잘못 계산

● 실행할 수 없는 세그먼트로 실행 전송

● 읽기 전용 또는 코드 세그먼트에 쓰기

● 세그먼트 레지스터에 잘못된 값 로드

● 널 포인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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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F는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파란색 화면에 흰색 텍스트로 나타나며 텍스트에는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지침:

● 새로 설치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제거하여 해당 항목이 문제의 원인인지 확인하십시오.

● 안전 모드 또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올바른 구성으로 서버를 부팅하십시오.

이러한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인 서비스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84페이지의 HP 기술
지원 또는 HP 공인 판매업체에 문의). 특정 GPF 메시지나 디버깅 도구에 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웹 사이트(http://www.microsoft.com/whdc/devtools/debugging/default.mspx)를 참조하십시
오.

오류 로그에 오류가 표시됩니다
지침: 오류 로그에 제공된 정보를 따른 다음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팩을 설치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침: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한 지침을 따르십시오(80페이지의운영 체제 업데이트).

운영 체제 업데이트
운영 체제 업데이트(서비스 팩, 핫픽스 및 패치)를 설치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운영 체제를 업데
이트하기 전에 각 업데이트에 한 릴리스 노트를 읽으십시오. 업데이트에 있는 특수 수정 패치가 필요
하지 않으면 해당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일부 업데이트는 HP 고유의 파일을 덮어 쓸 수 있습
니다.

운영 체제 업데이트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전체 시스템 백업을 수행합니다.

2. 제공된 지침을 사용하여 운영 체제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3. 최신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업데이트를 적용한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에서 문제 해결
을 위한 파일을 검색하십시오.

백업해 둔 버전으로 복원
최근에 운영 체제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이전에 저장해 둔 시스
템 버전을 복원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백업을 복원하기 전에 시스템의 현재 상태에 한 백업을 만드십
시오. 이전 시스템 복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설정을 복원하여 추가적인 기능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백업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재구성 및 재로딩 시점
모든 다른 옵션을 사용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스템 재구성을 고려하십시오. 이 단계를 행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시간을 보내는 신 소프트웨어 재로딩을 위한 고의 시스템
정지를 고려합니다.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율
적일 수 있습니다.

2. 서버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위한 적절한 리소스(프로세서 속도, 하드 드라이브 공간 및 메모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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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버 ROM이 최신인지, 구성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4.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문제 해결 정보를 인쇄물로 준비합니다.

5. 시작하기 전에 두 개의 양호한 백업이 있어야 합니다. 백업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백업 내용을 테
스트합니다.

6. 운영 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점검하여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
다.

7. 마지막으로 저장된 기능 구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운영 체제 복구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복구합
니다.

◦ Microsoft®운영 체제:

Windows Server® 2003— 운영 체제가 출하 시 설치되었을 경우 시작>모든 프로그램>보조
프로그램>시스템 도구를 차례로 클릭하여 백업 유틸리티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
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Linux—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Linux 운영 체제
Linux 운영 체제 사용 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는 Linux for ProLiant 웹 사이트
(http://h18000.www1.hp.com/products/servers/linux)를 참조하십시오.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문제

주제 목록:

81페이지의소프트웨어가 잠겼습니다

81페이지의소프트웨어 설정을 변경한 후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82페이지의시스템 설정을 변경한 후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82페이지의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소프트웨어가 잠겼습니다
지침:

1. 응용프로그램 로그 및 운영 체제 로그에서 소프트웨어 오류의 원인을 알려주는 항목이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2. 서버의 다른 소프트웨어와 충돌하는지 점검하십시오.

3. 해당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알려진 문제를 확인하십시오.

4. 문제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서버 변경 사항에 한 로그 파일을 검토하십시오.

5. 최신 바이러스 검사 유틸리티로 서버에 한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정을 변경한 후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지침: 시스템 로그를 점검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한 다음 해당 설정을 원래의 구성으로 돌려 놓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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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을 변경한 후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지침: 해당 설정을 원래의 구성으로 돌려 놓으십시오. 여러 개의 설정을 변경한 경우 한 번에 하나씩 변
경하여 문제의 원인을 분리하십시오.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지침:

● 응용프로그램 로그 및 운영 체제 로그에서 소프트웨어 오류의 원인을 알려주는 항목이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시스템 설정을 점검하여 이 설정이 오류의 원인인지 확인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서버 설정 유틸리
티를 사용하여 이 설정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 스위치를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응용프로그램 설
명서 또는 제조업체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덮어 쓴 파일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응용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여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추
가된 파일들을 찾아내십시오.

● 응용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십시오.

● 최신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펌웨어 유지 관리
HP는 HP 서버를 최소의 유지 관리 노력으로 최장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 부분 중 상당수는 서버를 오프라인 상태로 하지 않고도 문제를 처리 및 해결하는 등의 방
법으로 관리자가 서버 관리에 드는 노력을 줄여 주기도 합니다.

시스템 또는 펌웨어(선택 사양)의 업그레이드 절차를 플래시 프로세스 또는 ROM 플래시라고 합니다.
펌웨어 또는 ROM 플래시는 ROM에서 기존 버전의 펌웨어를 제거하고 더욱 최신 버전으로 교체합니
다.

다음을 수행하려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 새 하드웨어를 지원하려 할 때(예: 프로세서 업그레이드)

● 새 기능을 지원하려 할 때

● 이전의 펌웨어 버전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정하려 할 때

정확한 펌웨어 버전이 없으면 서버와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OM 유형
ROM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 ROM(82페이지의시스템 ROM)

● 옵션 ROM(83페이지의옵션 ROM)

시스템 ROM
모든 ProLiant 서버에는 시스템 ROM이 있습니다.

ROM 업그레이드가 적용되려면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합니다. 최신 ROM 이미지의 백업이 재난 복구
또는 ROM 다운그레이드 목적으로 리던던시 ROM 또는 ROM 백업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백업

상 서버에 있는 ROM 이미지 백업본은 다음의 ROM 이미지 백업 하위 디렉토리에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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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smartstart/documentation)의 HP Online
ROM Flash User Guide(HP 온라인 ROM 플래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옵션 ROM
옵션 ROM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레이 컨트롤러 ROM

● Lights-Out 100i ROM

● 하드 드라이브 ROM

ROMPaq 유틸리티 디스켓 또는 USB 드라이브 키
부팅 가능한 ROMPaq 디스켓 또는 USB 드라이브에는 필요한 모든 시스템 파일, 옵션 ROM 이미지 파
일 및 ROM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구성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서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적은 수의 서버에서 ROM을 플래시하는 데 가장 유용입
니다.

ROMPaq을 사용하여 ROM을 플래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각 상 서버에 사용할 시스템 ROMPaq 유틸리티 디스켓 또는 USB 드라이브 키를 다운로드합니
다. ROMPaq은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각 상 서버를 종료한 후 해당 서버에 맞는 ROMPaq 디스켓 또는 USB 드라이브 키를 사용하여
재부팅합니다.

3. ROMPaq 유틸리티에서 화식 세션에 따라 플래시할 장치를 선택합니다.

4. ROMPaq 유틸리티가 선택한 장치들의 ROM을 플래시한 후 수동으로 재부팅하여 운영 체제를 다
시 실행합니다.

옵션 ROMPaq은 더 이상 저장 장치 옵션의 업그레이드 제공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장
장치 옵션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Smart Components 및 Smart Component 배치 유틸리티를 사용하
여 제공됩니다.

ROMPaq 유틸리티에 한 자세한 내용은 서버 설명서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
를 참조하십시오.

최신 펌웨어 버전
자동 펌웨어 업데이트

가입자의 선택(http://www.hp.com/go/subscriberschoicehttp://www.hp.com/go/subscriberschoice)

수동 펌웨어 업데이트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http://h18023.www1.hp.com/support/files/server/us/
romflash.html)에서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십시오.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려면 HP Insight Diagnostics를 사용하십시오(36페이지의 HP Insight
Diagnostics).

KOWW 펌웨어 유지 관리 83

http://www.hp.com/support/smartstart/documentation
http://www.hp.com/support
http://www.hp.com/support
http://www.hp.com/go/subscriberschoice
http://www.hp.com/support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장치의 펌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2. 사용 가능한 최신 펌웨어 버전을 파악합니다.

3. 서버에 TPM이 설치 및 활성화되어 있으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BitLocker™ 자세한 내용
은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 펌웨어를 하드웨어 구성에 해 지원되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5.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여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6. 서버에 TPM이 설치 및 활성화되어 있으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한 후 BitLocker™를 활성화시
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드라이버

HP 드라이버와 유틸리티는 빠른 설치 CD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신 드라이버 및 지원되는 운영 체
제에 한 정보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전에 항상 백업을 수행하십시오.

HP에 문의
HP 기술 지원 또는 HP 공인 판매업체 연락처(84페이지의 HP 기술 지원 또는 HP 공인 판매업체에
문의)

필요한 서버 정보

필요한 운영 체제 정보(85페이지의필요한 운영 체제 정보)

HP 기술 지원 또는 HP 공인 판매업체에 문의
HP에 문의하기 전에 항상 이 설명서의 절차를 완료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참고:  HP에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서버 정보와 운영 체제 정보(85페이지의필요한 운영 체제
정보)를 준비해 두십시오.

미국 및 전 세계 연락처 정보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go/assistance)에 문의하십시오.

미국 내:

● 전화로 HP에 문의하려면 1-800-334-5144로 연락하십시오.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전화 내
용이 녹음 또는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 Care Pack(서비스 업그레이드)을 구입한 경우, 지원 및 드라이버 웹 사이트(http://www8.hp.com/
us/en/support-drivers.html)를 참조하십시오. 웹 사이트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1-800-633-3600로 문의해 주십시오. Care Pack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
(http://pro-aq-sama.houston.hp.com/services/cache/10950-0-0-225-121.html)를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서버 정보
HP 기술 지원 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 문제 설명, 최초 발생 및 빈도

● 문제 발생 이전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성 변경 사항

● 온보드 관리자 모두 보기 보고서(HP BladeSystem 제품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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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보드 관리자 모두 보기 보고서 확인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
(http://h20000.www2.hp.com/bizsupport/TechSupport/Document.jsp?
lang=en&cc=us&objectID=c 02843807)를 참조하십시오.

● 타사 하드웨어 정보:

◦ 제품 이름, 모델 및 버전

◦ 회사명

● 특정 하드웨어 구성:

◦ 제품 이름, 모델 및 일련 번호

◦ 프로세서 개수 및 속도

◦ DIMM 개수와 크기 및 속도

◦ 컨트롤러 및 NIC 목록

◦ 연결된 주변 장치 목록

◦ 기타 선택 사양 HP 또는 Compaq 하드웨어 목록

◦ 네트워크 구성

● 특정 소프트웨어 정보:

◦ 운영 체제 정보(85페이지의필요한 운영 체제 정보)

◦ 설치된 HP, Compaq 및 타사 소프트웨어 목록

◦ PCAnywhere가 설치된 경우 해당 정보

◦ 설치된 최신 드라이버 확인

◦ 최신 ROM/BIOS 확인

◦ 어레이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의 최신 펌웨어 확인

● NVRAM 지우기 시도 결과

필요한 운영 체제 정보
문제에 따라 특별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다음 단원에 설명된
정보를 준비해 주십시오.

Microsoft® 운영 체제:
다음 정보를 준비해 주십시오.

● 운영 체제가 공장 출하 시 설치되었는지 여부

● 운영 체제 버전 번호

● 다음 파일의 현재 복사본:

◦ Boot.ini

◦ Memory.dmp

◦ 이벤트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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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Watson 로그(drwtsn32.log) - Insight Agents와 같은 사용자 모드 응용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 IRQ 및 I/O 주소 정보(텍스트 형식)

● 업데이트된 응급 복구 디스크

● HP 드라이버가 설치된 경우:

◦ 사용하는 드라이버 버전

◦ 드라이버 목록

● 드라이브 하위 시스템 및 파일 시스템 정보:

◦ 파티션 및 논리 드라이브의 수와 크기

◦ 각 논리 드라이브의 파일 시스템

● 설치된 Microsoft® Windows® 서비스 팩 및 핫픽스의 현재 버전

● 설치된 타사의 각 하드웨어 부품 및 펌웨어 버전 목록

● 설치된 타사의 각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및 버전 목록

● 문제에 한 자세한 설명 및 관련 오류 메시지

Linux 운영 체제
다음 정보를 준비해 주십시오.

● 운영 체제 배포판 및 버전

이름이 /etc/distribution-release(예: /etc/redhat-release)인 파일을 찾으십시오.

● 사용 중인 커널 버전

● 다음 명령을 수행하여 얻은 출력(루트에서 수행):

◦ lspci -v

◦ uname -a

◦ cat /proc/meminfo

◦ cat /proc/cpuinfo

◦ rpm -ga

◦ dmesg

◦ lsmod

◦ ps -ef

◦ ifconfig -a

◦ chkconfig -list

◦ mount

● 다음 파일의 내용:

◦ /var/log/messages

◦ /etc/modules.conf 또는 etc/conf.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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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lilo.conf 또는 /etc/grub.conf

◦ /etc/fstab

● HP 드라이버가 설치된 경우:

◦ 사용하는 드라이버 버전

◦ 드라이버 목록

● 설치된 타사의 각 하드웨어 부품 및 펌웨어 버전 목록

● 설치된 타사의 각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및 버전 목록

● 문제에 한 자세한 설명 및 관련 오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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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터리

서버가 자동으로 올바른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지 않으면 시계에 실시간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를 교체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5 ~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  컴퓨터에는 리튬 이산화망간, 오산화바나듐 또는 알칼리 배터리 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배터
리 팩을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인체 상해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지를 60°C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분해하거나 깨뜨리거나 구멍을 뚫거나 외부 접촉 부분을 단락시키거나 불 또는 물에 넣지 마십시오.

교체 시에는 이 제품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예비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부품을 꺼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서버 전원을 끕니다(1페이지의서버 전원 끄기).

2. ML110 G6 서버의 경우,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3. ML150 G6 서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베젤을 풀고 분리합니다(2페이지의타워 베젤 제거(ML150 G6 서버)).

◦ 랙에서 서버를 꺼냅니다.

4. 액세스 패널을 제거합니다(1페이지의액세스 패널 분리).

주의:  서버 또는 확장 보드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서버 전원을 끄고 AC 전원 코드를 모두 뺀 후
에 확장 보드를 제거하거나 설치하십시오.

5. 기존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참고:  시스템 보드 배터리를 교체하면 시스템 ROM이 기본 구성으로 재설정됩니다. 배터리를
교체한 후 BIOS Setup Utility를 통해 시스템을 재구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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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다시 장착하려면 위의 과정을 역으로 수행하십시오.

적절한 배터리 교체 및 폐기 방법은 공인 리점 또는 공인 서비스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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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격 준수 고지 사항

이 단원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90페이지의규제 준수 ID 번호

90페이지의연방 통신 위원회 고지 사항

91페이지의 FCC 로고 부착 제품의 적합성 선언 - 미국만 해당

92페이지의제품 변형

92페이지의케이블

92페이지의캐나다 고지 사항(Avis Canadien)

92페이지의유럽 연합 규격 고지 사항

93페이지의유럽 연합 내 생활용품에 한 사용자 장비 폐기

93페이지의일본 고지 사항

93페이지의 BSMI 고지 사항

93페이지의한국 고지 사항

94페이지의중국 고지 사항

94페이지의레이저 규격

94페이지의배터리 교체 고지 사항

95페이지의 만 배터리 재활용 고지 사항

95페이지의일본 전원 케이블 구문

95페이지의독일 음향 규정(Geräuschemission)

규제 준수 ID 번호
규격 준수 인증 및 제품 확인을 위해 이 제품에는 고유 규격 모델 번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규격 모델
번호는 제품 명판 레이블에 승인 마크 및 다른 필수 정보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제품에 한 규격
준수 정보를 알고자 할 때는 항상 이 규격 모델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규격 모델 번호는 제품의 상품명
또는 모델 번호와는 다릅니다.

연방 통신 위원회 고지 사항
FCC(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법률 및 규정 제 15조는 간섭이 없는 고주파 스펙트럼을 제공하기 위해
RF(고주파) 방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비롯한 부분의 전자 장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RF 에너지가 생성되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컴퓨터 및 관련 주변 장치들
은 일반적인 설비 환경을 기준으로 클래스 A와 클래스 B로 분류됩니다. 클래스 A에는 산업 환경이나
상용 환경에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된 장치가 포함됩니다. 클래스 B 장치들은 주거 환경에 설치되는 것
이 적합합니다(예: 개인용 컴퓨터). FCC 고지 사항에 따라 두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장치에는 사용자를
위한 추가 운영 지침을 비롯, 장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섭 가능성을 알리는 레이블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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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등급 레이블
장치에 부착되는 FCC 등급 레이블에는 장비의 분류 등급(A 또는 B)이 표시됩니다. 클래스 B 장치의 레
이블에는 FCC 로고나 FCC ID가 기재됩니다. 클래스 A 장치의 레이블에는 FCC 로고와 FCC ID가 기
재되지 않습니다. 장치 등급을 확인한 후 장치의 등급에 맞는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FCC 고지 사항, 클래스 A 장치
클래스 A 장비는 FCC 규칙 제 15조에 따라 클래스 A 디지털 장치에 한 제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이
러한 제한 사항은 해당 장비를 산업 환경에서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간섭을 방지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고주파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고, 지침에 따라 설치하
지 않으면 무선 통신이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비를 주거 지역에서 사용하면 위험한 간섭을 일으
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본인 부담으로 간섭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FCC 고지 사항, 클래스 B 장치
클래스 B 장비는 FCC 규칙 제 15조에 따라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에 한 제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이
러한 제한 사항은 해당 장비를 주거 지역에서 설치하여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간섭을 방지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고주파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고, 지침에 따
라 설치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이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섭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
다. 장비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위험한 간섭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장비를 켜고 끔으로써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해 보십시오.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혀 보십시오.

● 수신기를 연결한 콘센트와 다른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해 보십시오.

● 제품 판매 업자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전문 기술자에게 문의해 보십시오.

FCC 로고 부착 제품의 적합성 선언 - 미국만 해당
이 장치는 FCC 규정 제 15조를 준수합니다. 작업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이 장치
는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으며, (2) 이 장치는 작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비롯한 모든 수
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제품에 한 의문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Hewlett-Packard Company

P. O. Box 692000, Mail Stop 530113

Houston, Texas 77269-2000

● 1-800-HP-INVENT(1-800-474-6836).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전화 내용이 녹음 또는 모니터
링될 수 있습니다.)

FCC 규정에 한 의문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Hewlett-Packard Company

P. O. Box 692000, Mail Stop 510101

Houston, Texas 77269-2000

● 1281-514-3333

이 제품은 제품에 부착된 부품 번호, 일련 번호 또는 모델 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WW FCC 로고 부착 제품의 적합성 선언 - 미국만 해당 91



제품 변형
FCC는 사용자가 Hewlett-Packard Company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품을 변형하거나 개조할 경우 장
비 사용에 한 사용자의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케이블
FCC 규정에 따라 이 장치의 연결에는 금속제 RFI/EMI 연결단자 후드가 있는 차폐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캐나다 고지 사항(Avis Canadien)
클래스 A 장비

This Class A digital apparatus meets all requirements of the Canadian Interference-Causing
Equipment Regulations.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A respecte toutes les exigences du Règlement sur le matériel
brouilleur du Canada.

클래스 B 장비

This Class B digital apparatus meets all requirements of the Canadian Interference-Causing
Equipment Regulations.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B respecte toutes les exigences du Règlement sur le matériel
brouilleur du Canada.

유럽 연합 규격 고지 사항
CE 마크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다음의 EU 지침을 준수합니다.

● 저전압 지침 2006/95/EC

● EMC 지침 2004/108/EC

● 해당 에코디자인 지침 2009/125/EC

이 장비의 CE 규정은 CE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HP AC 어댑터가 전원을 공급할 때만 유효합니다.

이 지침의 준수는 HP가 본 제품 또는 관련 제품군에 해 EU 자기적합성선언에 명시된 해당 통합 유
럽 표준(유럽 연합 규격)을 따를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영문으로만 제공)은 제품 설명서 또는 HP
웹 사이트(http://www.hp.eu/certificate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검색 창에 제품 번호를 입력하십시
오.)

다음과 같은 규격 표시가 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이 지침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비 통신 제품 및 10mW 미만 전력 등급 내의 Bluetooth®

EU 비 통합 통신 제품(해당되는 경우 CE와 !사이에 4자리 인증기관 번호가 삽입됨)

제품에 표시된 규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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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제는 Hewlett-Packard GmbH, Dept./MS: HQ-TRE, Herrenberger Strasse 140, 71034
Boeblingen, GERMANY에 문의하십시오.

유럽 연합 내 생활용품에 한 사용자 장비 폐기
제품이나 제품 포장지에 이 기호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
오.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지정된 수거 업체에 해당 장비 폐기물을 넘겨 장비가
폐기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폐기 시 장비 폐기물을 분리 수거 및 재활용하면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 데 유익하며 인류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비 폐기물을 버릴 수 있
는 곳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청, 가정용 쓰레기 처리 업체 또는 제품 구입처로 문의하십
시오.

일본 고지 사항

BSMI 고지 사항

한국 고지 사항
클래스 A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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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B 장비

중국 고지 사항
클래스 A 장비

레이저 규격
이 제품에는 광 저장 장치(CD 또는 DVD 드라이브)나 광트랜시버가 함께 제공됩니다. 각 장치는 미국
FDA 인증 규격 및 IEC 60825-1에 따라 클래스 1 레이저 제품으로 분류된 레이저 장치를 포함하고 있
습니다. 이 제품은 유해한 레이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Laser Notice No. 50(2007년 6월 24일 공표)을 따르는 장치를 제외한 각 레이저 제품은 21 CFR
1040.10과 1040.11 및 IEC 60825-1:2007을 준수합니다.

경고!  본 설명서와 레이저 제품 설치 설명서에서 언급한 사항들 이외의 방법으로 장치를 조절, 조정
하거나 작업 절차를 수행하면 유해한 방사선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모듈 덮개를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듈에는 사용자가 직접 다룰 수 있는 부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레이저 장치에 한 제어를 조작하거나 장치를 조정하거나 기타 작업
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장치 수리는 HP에서 인증한 서비스 기술자에게만 의뢰하십시오.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정청) 산하 CDRH(의료기기 방사선 보건 센터)는 1976년 8월 2일, 레이저 제
품에 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1976년 8월 1일부터 생산된 모든 레이저 제품에 적용됩
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배터리 교체 고지 사항
경고! 컴퓨터에는 리튬 이산화망간, 오산화바나듐 또는 알칼리 배터리 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배터
리 팩을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인체 상해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지를 60°C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분해하거나 깨뜨리거나 구멍을 뚫거나 외부 접촉 부분을 단락시키거나 불 또는 물에 넣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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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배터리 팩 및 충전용 배터리는 일반 가정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재
활용하거나 적절히 폐기하려면 해당 지역의 수거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HP, 공인 HP 협력업체 또는 리
업체에 반환하십시오.

적절한 배터리 교체 및 폐기 방법은 공인 리점 또는 공인 서비스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만 배터리 재활용 고지 사항
만 EPA에서는 고형 배터리 제조 수입 회사는 Waste Disposal Act(쓰레기 폐기 관련 법령) 15조에

의거하여 판매, 증정, 판촉 등에 사용하는 배터리에 회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배터리
폐기에 해서는 공인 만 재활용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일본 전원 케이블 구문

독일 음향 규정(Geräuschemission)
Schalldruckpegel LpA < 70 dB(A)

Zuschauerpositionen(bystander positions), Normaler Betrieb(normal operation)

Nach ISO 7779:1999(Typprüf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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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전기 방전

이 단원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96페이지의정전기 방전 방지

96페이지의방전 방지를 위한 접지 방법

정전기 방전 방지
시스템 손상을 방지하려면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부품을 다룰 때 안전 수칙을 준수하십시오. 손가락 또
는 기타 전도체로 인해 정전기가 방전되면 시스템 보드 또는 기타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
이 장치가 손상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정전기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제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는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정전기 방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십시오.

● 정전기에 민감한 부품은 정전기 방지 워크 스테이션에 설치할 때까지 컨테이너 안에 넣어 두십시
오.

● 부품을 컨테이너에서 꺼내기 전에 접지된 표면에 놓으십시오.

● 핀, 납 부분 또는 회로를 만지지 마십시오.

● 정전기에 민감한 부품 또는 어셈블리를 만질 때에는 항상 접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방전 방지를 위한 접지 방법
접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전기에 민감한 부품을 취급하거나 설치할 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 접지된 워크 스테이션이나 컴퓨터 본체에 접지 코드로 연결된 손목 보호 를 사용합니다. 사용하
는 손목 보호 는 접지 코드의 저항이 1megohm ±10 이상인 신축성이 좋은 보호 여야 합니다.
제 로 접지하려면 보호 가 피부에 밀착하도록 착용하십시오.

● 서 있는 워크 스테이션에 해서는 발목 보호 나 발가락 보호 , 부츠 보호 를 사용합니다. 전
도성이 있는 바닥이나 정전기 방지 매트 위에 서서 작업할 때는 양 발에 보호 를 착용하십시오.

● 전도성이 있는 현장 수리 공구를 사용하십시오.

● 이동식 현장 수리 키트는 접이식 정전기 발산 작업 매트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위와 같은 접지 장비가 없는 경우 HP 공인 리점에 부품 설치를 요청하십시오.

정전기에 한 자세한 내용이나 제품 설치 지원은 공인 리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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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 지원

이 단원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97페이지의 HP 연락처 정보

97페이지의 HP에 문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

98페이지의客戶自行維修 (CSR)

HP 연락처 정보
미국 및 전 세계 연락처 정보는 HP 웹 사이트(http://www.hp.com/go/assistance)에 문의하십시오.

미국 내:

● 전화로 HP에 문의하려면 1-800-334-5144로 연락하십시오.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전화 내
용이 녹음 또는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 Care Pack(서비스 업그레이드)을 구입한 경우, 지원 및 드라이버 웹 사이트(http://www8.hp.com/
us/en/support-drivers.html)를 참조하십시오. 웹 사이트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1-800-633-3600로 문의해 주십시오. Care Pack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
(http://pro-aq-sama.houston.hp.com/services/cache/10950-0-0-225-121.html)를 참조하십시오.

HP에 문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
HP에 전화로 문의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활성화된 상태 시스템 로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 3일간의 활성화된 상태 시스템 로그를 다운로드한 후 보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P iLO 4 User Guide or HP Intelligent Provisioning User Guide(HP iLO 4 사용 설명서 또
는 HP 지능형 프로비저닝 사용 설명서)를 HP 웹 사이트(http://www.hp.com/go/ilo/docs)에서 참조
하십시오.

● 온보드 관리자 모두 보기 보고서(HP BladeSystem 제품에만 해당)

온보드 관리자 모두 보기 보고서 확인에 한 자세한 내용은 HP 웹 사이트
(http://h20000.www2.hp.com/bizsupport/TechSupport/Document.jsp?
lang=en&cc=us&objectID=c 02843807)를 참조하십시오.

● 기술 지원부 등록 번호(해당되는 경우)

● 제품 일련 번호

● 제품 모델 이름 및 번호

● 제품 ID 번호

● 해당 오류 메시지

● 추가된 보드 또는 하드웨어 정보

● 타사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정보

● 운영 체제 종류 및 업데이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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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戶自行維修 (CSR)
HP 產品是針對許多「客戶自行維修」(CSR) 的零件而設計，這可減少維修時間，使瑕疵零件的更換更
具彈性。如果診斷時，HP（或 HP 服務供應商或維修夥伴）確認該維修工作可利用 CSR 零件完成，
則 HP 會直接將該零件寄送給您作更換。CSR 零件有兩種類別：

● 必需的 — 客戶自行維修所使用的零件是必需的。如果您要求 HP 更換這些零件，HP 將會向您收
取此服務所需的外出費用與勞動成本。

● 選購的 — 客戶自行維修所使用的零件是選購的。這些零件也設計用於客戶自行維修之用。不過，
如果您要求 HP 為您更換，則可能需要也可能不需要負擔額外的費用，端視針對此產品指定的保
固服務類型而定。

備註：某些 HP 零件並非設計為提供客戶自行維修之用。為符合客戶保固，HP 需要授權的服務供應商
更換零件。這些零件在「圖解零件目錄」中會標示為「否」(No)。

如果順利取得材料以及地理條件允許，CSR 零件會於下一個工作日以快遞寄送。在地理條件允許的狀
況下當天或 4 小時內送達，則可能需要額外的費用。若您需要協助，可致電「HP 技術支援中心」，會
有一位技術人員透過電話來協助您。不論損壞的零件是否必須退回，HP 皆會在與 CSR 替換零件一起
運送的材料中註明。若要將損壞的零件退回 HP，您必須在指定的一段時間內（通常為 5 個工作天），
將損壞的零件寄回 HP。損壞的零件必須與寄送資料中隨附的相關技術文件一併退還。如果無法退還損
壞的零件，HP 可能要向您收取替換費用。針對客戶自行維修情形，HP 將負責所有運費及零件退還費
用並指定使用何家快遞/貨運公司。

如需 HP 的「客戶自行維修」方案詳細資訊，請聯絡您當地的服務供應商。 如需北美洲計劃，請參閱
HP 網站 (http://www.hp.com/go/self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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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약어 및 약자

ACU

Array Configuration Utility(어레이 구성 유틸리티)

AMP

Advanced Memory Protection(고급 메모리 보호)

CS

cable select(케이블 선택)

DAT

digital audio tape(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ESD

정전기 방전

IDE

integrated device electronics(통합 장치 전자 공학)

IEC

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국제 전기 표준 회의)

IRQ

interrupt request(인터럽트 요구)

KVM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

LO100

HP Lights-Out 100 Remote Management 프로세서

NVRAM

non-volatile memory(비휘발성 메모리)

PCI Express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주변 장치 구성 요소 인터커넥트 익스프레스)

PCI-X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tended(주변 장치 구성 요소 인터커넥트 확장)

PDU

power distribution unit(전원 분배 장치)

POST

Power-On Self Test(전원 켤 때 자체 테스트)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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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or Power Module(프로세서 전원 모듈)

RBSU

ROM-Based Setup Utility(ROM 기반 Setup 유틸리티)

RDIMM

Registered Dual In-line Memory Module(레지스터드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

SAS

serial attached SCSI(직렬 연결 SCSI)

SATA

serial ATA(직렬 ATA)

TMRA

recommended ambient operating temperature(작동을 위한 권장 주변 온도)

TPM

trusted platform module(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

UDIMM

Unregistered Dual In-Line Memory Module(언레지스터드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

UPS

uninterruptible power system(무정전 전원 시스템)

USB

universal serial bus(범용 직렬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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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서 의견 모음

HP에서는 고객님의 필요에 부합하는 문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다 나은 내용의 문서를 위해 오류,
제안, 소감 등을 문서 의견 모음(mailto:docsfeedback@hp.com)으로 보내주십시오. 의견 모음 제출 시
설명서 제목과 부품 번호, 버전 번호나 URL을 함께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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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운영 체제 81, 86
지원되는 Linux OS 설치 42

M
Microsoft 운영 체제

Microsoft® 운영 체제 85
지원되는 Microsoft® Windows®

OS 42

O
ORCA(Option ROM Configuration

for Arrays, 어레이용 ROM 구성
옵션) 35

OS 부팅 문제용 플로차트 56

P
PCI 보드
장치 테스트 63
타사 장치 문제 63

POST 문제용 플로차트 54
PPM(프로세서 전원 모듈)

PPM 문제 71
프로세서 문제 71

PPM 문제 71
PPM 슬롯 71
PPM 오류 표시등

PPM 문제 71
프로세서 문제 71

R
RAID 볼륨, 생성 39
RAID 볼륨 생성 39
RBSU(ROM-Based Setup Utility,

ROM 기반 Setup 유틸리티) 33
ROM, 유형 82
ROMPaq 유틸리티

ROMPaq 유틸리티 36
ROMPaq 유틸리티 디스켓 또는

USB 드라이브 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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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AS 드라이브

SAS 및 SATA 하드 드라이브 지
침 47

SAS 및 SATA 하드 드라이브 표
시등 조합 47

SATA RAID 구성 39
SATA RAID 기능, 구성 39
SATA RAID 기능, 설정 39
SATA RAID 기능 구성 39
SATA RAID 기능 설정 39
SATA RAID 드라이버, 설치 40
SATA 하드 드라이브

SAS 및 SATA 하드 드라이브 지
침 47

SAS 및 SATA 하드 드라이브 표
시등 조합 47
새 드라이브가 인식되지 않음

69
Subscriber's Choice 38

T
TPM(Trusted Platform Module)

HP TPM(Trusted Platform
Module) 옵션 29

TPM(Trusted Platform Module)
보드 설치 30

TPM(Trusted Platform Module)
활성화 32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음 69
복구 키/암호 얻기 31

U
UPS(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가 제 로 작동하지 않습니
다 61

UPS 문제 61
배터리 부족 경고가 표시됩니
다 61
전원 요구 사항 5
하나 이상의 UPS 표시등이 빨
간색입니다 61

USB CD-ROM 드라이브
USB 디스켓 드라이브 및 CD-

ROM 드라이브 40
디스켓 드라이브 및 CD-ROM
드라이브 옵션 40

USB 장치
USB 디스켓 드라이브 및 CD-

ROM 드라이브 40

디스켓 드라이브 및 CD-ROM
드라이브 옵션 40
디스켓 이미지 작성 41

USB 지원 37

V
VGA 74

ㅎ

감지 오류 코드 65
경고

경고 및 주의 사항 44
랙 관련 경고 6

공간 및 통풍 요구 사항 4
공인 리점

HP 기술 지원 또는 HP 공인 판
매업체에 문의 84

HP 연락처 정보 97
기술 지원 97

관리 도구 36
구성 절차 6
규격 준수 고지 사항
규격 준수 고지 사항 90
유럽 연합 내 생활용품에 한
사용자 장비 폐기 93

규제 준수 ID 번호 90
기술 지원

HP 기술 지원 또는 HP 공인 판
매업체에 문의 84

HP 연락처 정보 97
기술 지원 97

내부 시스템 문제 64
내장 SATA RAID 39
내장 SATA RAID, USB 디스켓 드
라이브를 사용하여 설치 41
내장 SATA RAID, 가상 플로피를
사용하여 설치 41
네트워크 인터커넥트 블레이드

79
네트워크 컨트롤러
네트워크 인터커넥트 블레이드
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79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작동을 멈
췄습니다 78
네트워크 컨트롤러 문제 77

네트워크 컨트롤러 문제 77
단락 72
만 배터리 재활용 고지 사항 95

데이터 복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음 69
드라이브에서 데이터 읽기가 일
관되지 않거나 드라이브가 데
이터를 읽지 못합니다 65

데이터 손실 65
독일 소음 구문 95
드라이버 업데이트
드라이버 38, 84

드라이브

SAS 및 SATA 하드 드라이브 지
침 47

SAS 및 SATA 하드 드라이브 표
시등 조합 47
하드 드라이브 문제 68

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습니다

67
인식되는 하드 드라이브가 없습
니다 68
하드 드라이브가 서버에서 인식
하지 못합니다 68

드라이브 문제
CD-ROM 및 DVD 드라이브 문
제 64

DAT 드라이브 문제 65
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습니다

67
디스켓 드라이브 문제 66

드라이브 오류
드라이브를 찾을 수 없습니다

67
디스켓 드라이브가 디스켓에 쓰
지 못합니다 67
디스켓 드라이브가 디스켓을 읽
지 못합니다 66
디스켓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습
니다 66

드라이브 오류, 감지 65
디스켓 드라이브
디스켓 드라이브가 디스켓을 읽
지 못합니다 66
디스켓 드라이브 문제 66
디스켓 드라이브 및 CD-ROM
드라이브 옵션 40

디스켓 드라이브 문제
디스켓 드라이브가 디스켓에 쓰
지 못합니다 67
디스켓 드라이브가 디스켓을 읽
지 못합니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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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켓 드라이브 문제 66
디스켓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습
니다 66

랙 관련 경고
경고 및 주의 사항 44
랙 관련 경고 6

랙 리소스 4
랙 설치 6
랙 안정성 44
레이저 규격 94
레이저 장치 94
마우스 74
마우스 문제 74
메모리

메모리 문제 69
메모리 옵션(ML150 G6 서버)

17
싱글 랭크, 듀얼 랭크 및 쿼드 랭
크 DIMM 18

메모리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71
메모리 개요 16
메모리 문제
메모리 문제 69
서버에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70
일반적인 메모리 문제 발생 70

메모리 카운트 오류
메모리 카운트에 오류가 있습니
다 70
서버가 기존 메모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71
서버에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70
모니터 73
모뎀

모뎀 문제 75
모뎀이 걸려오는 전화에 응답하
지 않습니다 76
모뎀이 다른 모뎀에 연결되지 않
습니다 76
모뎀이 온라인 중에 끊어집니
다 76
연결이 이루어진 후 데이터가 깨
진 문자로 표시됩니다 76

모뎀 문제 75
문제 진단 43
문제 해결

SAS 및 SATA 하드 드라이브 표
시등 조합 47
문제 해결 43

문제 해결 플로차트 48
미디어 장치, 설치, 미디어 래치 사
용

이동식 미디어 장치 옵션
(ML110 G6 서버) 13
이동식 미디어 장치 옵션

(ML150 G6 서버) 14
발신음 75
배터리

배터리 88
배터리 교체 고지 사항 94
배터리 부족 경고가 표시됩니
다 61

배터리, 교체
배터리 교체 고지 사항 94

배터리, 배터리 부족 경고 61
배터리 교체 고지 사항 94
백업, 복원 80
복구 키 31
복원 80
부팅 옵션 34
비디오 문제
비디오 문제 73
비디오 색상이 잘못되었습니
다 74
화면에 느리게 움직이는 가로 줄
무늬가 표시됩니다 74

비디오 색상 74
사전 진단 단계 43
색상 74
서버 기능 및 옵션 7
서버 등록 6
서버 오류 표시등용 플로차트 58
서비스 알림 46
서비스 팩
서비스 팩을 설치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0
운영 체제 업데이트 80

설치, 서버 옵션
하드웨어 옵션 설치 6, 7

설치 서비스(선택 사항) 3
소프트웨어 문제 79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소프트웨어가 잠겼습니다 81
소프트웨어 설정을 변경한 후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81
시스템 설정을 변경한 후에 오류
가 나타납니다 82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오
류가 나타납니다 82

소프트웨어 오류 81
소프트웨어 설정을 변경한 후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81
시스템 설정을 변경한 후에 오류
가 나타납니다 82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오
류가 나타납니다 82

소프트웨어 재구성 및 재로딩 시
점 80
시스템, 최신 상태 유지 38
시스템 ROM 82
시스템 보드 배터리 94
배터리 88

안전을 위한 고려 사항
랙 관련 경고 6
주요 안전 수칙 43

알 수 없는 문제 63
연결 문제
연결이 이루어진 후 데이터가 깨
진 문자로 표시됩니다 76
잘못된 연결 46

연결 오류
56Kbps로 연결할 수 없습니
다 77
모뎀이 다른 모뎀에 연결되지 않
습니다 76
모뎀이 온라인 중에 끊어집니
다 76
연결 오류가 발생합니다 77
온라인 가입 서비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77

연방 통신 위원회(FCC) 고지 사항
FCC 고지 사항, 클래스 A 장
치 91

FCC 고지 사항, 클래스 B 장
치 91

FCC 로고 부착 제품의 적합성
선언 - 미국만 해당 91
연방 통신 위원회 고지 사항

90
제품 변형 92

오디오 74
오디오 문제 74
오류 로그 80
오류 메시지 80
온도 요구 사항 5
옵션 설치
사전 주의 사항 7
하드웨어 옵션 설치 6, 7

외장 장치 문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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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온도 5
요구 사항, 전원 5
요구 사항, 환경 4
운영 체제

Linux 운영 체제 81
서비스 팩을 설치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0
오류 로그에 오류가 표시됩니
다 80
운영 체제가 잠겼습니다 79
운영 체제 버전 지원 38
운영 체제 설치 6
운영 체제 업데이트 80
필요한 운영 체제 정보 85

운영 체제 문제 79
운영 체제 설치
운영 체제 설치 6, 42

운영 체제 손상 79
운영 체제 업데이트 80
웹 사이트, HP 97
유럽 연합 고지 사항 92
유틸리티 33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문제

81
일련 번호 90
일반 문제 해결 46
일반 보호 오류 79
일반 진단용 플로차트 50
일본 고지 사항 93
읽기/쓰기 오류
디스켓 드라이브가 디스켓에 쓰
지 못합니다 67
디스켓 드라이브가 디스켓을 읽
지 못합니다 66

자동 구성 절차 34
잘못된 연결 46
장소 요구 사항 5
장치에 부착된 기호 43
장치 테스트 63
적합성 선언 91
전기 접지 요구 사항 5
전력 문제

UPS 문제 61
전력 문제 60
전원 공급 장치 문제 60
전원 문제 60

전원 60
전원 공급 장치 60
전원 끄기 1
전원 문제용 플로차트 52

전원 분배 장치(PDU) 5
전원 요구 사항 5
전원 켜기

RBSU 사용 33
서버 전원 켜기 1

전원 켜기 버튼 1
전원 코드
경고 및 주의 사항 44
일본 전원 케이블 구문 95

전화 번호
HP 기술 지원 또는 HP 공인 판
매업체에 문의 84

HP 연락처 정보 97
기술 지원 97

절전 기능 73
접지 방법 96
접지 요구 사항 5
정전기 96
정전기 방전
방전 방지를 위한 접지 방법

96
정전기 방전 96
정전기 방전 방지 96

제품 변형, FCC 고지 사항 92
주요 안전 수칙 문서 43
주의 44
중국 고지 사항 94
증상에 한 정보 45
지원

기술 지원 97
원격 지원 및 분석 도구 37

진단 도구 36
진단 시작용 플로차트 49
진단을 위한 서버 준비 45
최적 환경 4
캐나다 고지 사항 92
케이블

잘못된 연결 46
케이블 92
하드 드라이브 표시등 케이블

(ML150 G6 서버 및 ML110
G6 서버) 12

케이블, VGA 74
클래스 A 장비 91
클래스 B 장비 91
키보드 74
키보드 문제 74
타사 장치 63

타워 베젤, 제거
타워 베젤 제거(ML110 G6 서
버) 2
타워 베젤 제거(ML150 G6 서
버) 2

테이프 카트리지 66
통풍 4
패치 80
팬 67
팬 문제 67
펌웨어, 버전
최신 펌웨어 버전 83
최신 펌웨어에서 오류가 있는 테
이프 또는 헤드 장애가 규칙적
으로 발생한다고 표시합니
다 66
펌웨어 업데이트 47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 47
펌웨어 유지 관리 82

펌웨어 업데이트 83
표시등 61
표시등, PPM 오류

PPM 문제 71
프로세서 문제 71

표시등, UPS 61
표시등, 프로세서 오류 71
표시등, 하드 드라이브 47
표시등 케이블 12
프로세서 71
프로세서 문제 71
프로세서 오류 표시등 71
프린터 74
프린터 문제
프린터 문제 74
프린터에서 인쇄가 되지 않습니
다 74
프린터 출력 내용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74

플래시 ROM 82
필수 정보 85
필수 준비 정보
필요한 운영 체제 정보 85

필요한 하드웨어 40
하드 드라이브, 상태 확인 47
하드 드라이브, 설치 7
하드 드라이브, 오류 68
하드 드라이브 문제, 진단 68
하드 드라이브 표시등 47
하드 드라이브 표시등 케이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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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문제
일반적인 하드웨어 문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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