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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 
펌웨어 5.20.1 릴리스 노트

본 설명서에는 Sun Fire E2900, Sun Fire V1280, Netra 1280 및 Netra 1290 시스템의 펌
웨어 릴리스 5.20.1에 대한 일반 정보 및 시스템 제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본 설명서
는 추가 사항이며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 펌웨어 5.20.0 릴리스 노트를 대체
하는 것은 아닙니다(부품 번호: 819-5585-10).

본 설명서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E2900/V1280/Netra 1280/Netra 1290) 시스템 펌웨어 
설명서

■ 5.20.1 릴리스에 도입된 기능
■ 일반 정보
■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의 알려진 제한 사항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
(E2900/V1280/Netra 1280/Netra 1290) 
시스템 펌웨어 설명서

■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 관리 설명서
(부품 번호: 819-5595-10)

■ Sun Fire Entry-Level Midrange System Controller Command Reference Manual
(부품 번호: 819-5085-10)

■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 펌웨어 5.20.0 릴리스 노트
(부품 번호: 819-55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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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릴리스에 도입된 기능
이 항목에서는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용 펌웨어 5.20.1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추가 또는 변경된 명령 5.20.1
다음 SC 명령이 5.20.1에서 수정되었습니다.

■ setupsc - Enable Memory Page Retirement 옵션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기본값은 true입니다.

이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Fire Entry-Level Midrange System Controller 
Command Reference Manual의 해당 명령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일반 정보
이 항목에서는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기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
펌웨어 업데이트(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의 알려진 
제한 사항
이 항목에서는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버그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README 
파일에는 Sun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버그를 포함한 모든 버그의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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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가 도메인에서 DR된 후에도 prtdiag 명령을 
실행하면 시스템 보드로 표시됨(CR ID 6298989)
UltraSPARC IV+ 프로세서가 장착된 보드가 DR을 사용하여 도메인에서 구성 해제된 
후에도 prtdiag 명령을 실행하면 도메인에 보드가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psrinfo 
명령을 실행하면 보드가 더 이상 도메인에 없음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해결 방법: 이 문제는 Solaris 10 1/06 릴리스에서 수정되었습니다. 도메인에서 Solaris 10 
3/05 릴리스, Solaris 9 또는 Solaris 8을 실행하는 경우 사용 중인 Solaris OS 버전용 패치
를 설치해야 합니다.

■ Solaris 10 3/05: 패치 118822-23(최소 릴리스) 설치
■ Solaris 9: 패치 117124-11 설치
■ Solaris 8: 패치 111335-32 설치

모든 패치는 http://sunsolve.sun.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Memory Page Retirement 지원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함(CR ID 6411108)
이 기능의 이점을 가능한 많은 수의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20.0 펌웨어가 설치된 시스템인 경우 5.20.1 펌웨어를 설치해도 
memory page retirement 기능의 현재 설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기능의 현
재 설정이 disabled 상태이면 기능은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setupsc 명령을 사용하여 Enable Memory Page 
Retirement 옵션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un Fire Entry-Level 
Midrange System Controller Command Reference Manual(부품 번호: 819-5085-10)을 
참조하십시오.

주 – 변경된 mpr-support-enable 설정은 setkeyswitch off 및 
setkeyswitch on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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