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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1

Sun Fire X2200 M2 서버 하드웨어 
설정

이 장에서는 Sun Fire X2200 M2 서버 하드웨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설명합니다.
■ 1페이지의"안전 및 적합성 정보"

■ 2페이지의"설치 프로세스 계획"

■ 3페이지의"패키지 내용물 목록"

■ 4페이지의"슬라이드 레일(선택 사항)을 사용하여 랙에 서버 설치"

■ 5페이지의"케이블 연결"

■ 6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끄기"

■ 9페이지의"설정 문제 해결 및 지원"

안전 및 적합성 정보
Sun Fire X2200 M2 서버 관련 안전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for Sun Hardware Systems(Sun 하드웨어 시스템에 관한 
주요 안전 정보), 816-7190: 제품 포장 키트에 하드 카피 문서 포함.

■ Sun Fire X2200 M2 Server Safety and Compliance Guide(Sun Fire X2200 M2 서버 안전 
및 적합성 안내서), 819-6600: 다음 URL에서 Sun Fire X2200 M2 서버 문서 페이지로
이동하여 온라인 상에서 사용 가능:

http://www.sun.com/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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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프로세스 계획
프로세스 도구로 그림 1-1에 표시된 순서도를 사용해 Sun Fire X2200 M2 서버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 Sun Fire X2200 M2 서버 설치 프로세스

서버의 포장을 풀고 서버의 기능을 익힙니다.

서버와 외부 장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필요한 경우 Sun Fire X2200 M2 서버 도구 
및 드라이버 CD에서 보조 드라이버를 설치하
십시오.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작

운영 체제를 설치하거나 사전 설치된 운영 체
제를 구성합니다.

추가 
구성품을
설치합니다?

추가 
구성품을

설치합니다.

예

아니오

3페이지의"패키지 내용물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구성품을 설치하려면 Sun 
Fire X2200 M2 서버 서비스 설명
서 또는 해당 구성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5페이지의"케이블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6페이지의"서버 전원 켜기/끄기"를 참조하
십시오.

25페이지의"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또는 설치" 
또는 27페이지의"사전 설치된 Solaris 10 운영 체
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26페이지의"기타 운영 체제 및 드라이버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선택 사항) 랙에 서버를 장착합니다.
서버의 상부 커버에 있는 서비스 레이블 또는 
Sun Fire X2200 M2 서버 서비스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서비스 프로세서를 설정합니다.
15페이지의"Embedded LOM 서비스 프로세서의 
초기 구성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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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내용물 목록
모든 서버 구성품의 포장을 조심스럽게 푸십시오. 다음과 같은 항목이 Sun Fire X2200 
M2 서버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Sun Fire X2200 M2 서버

■ 다음을 포함한 Sun Fire X2200 M2 서버 액세서리 키트:

■ 감사의 글

■ Sun Fire X2200 M2 서버 설치 안내서

■ Sun Fire X2200 M2 서버 설명서 찾는 방법

■ 추가 라이센스, 안전 및 등록 문서

■ Sun Fire X2200 M2 서버 도구 및 드라이버 CD(드라이버 및 추가 소프트웨어 포함) 

■ 랙 마운트 및/또는 케이블 관리 키트(선택 사항) 

선택 사항인 전원 케이블, 키보드, 마우스가 다른 항목과는 별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1 장 Sun Fire X2200 M2 서버 하드웨어 설정장 3



슬라이드 레일(선택 사항)을 사용하여 랙
에 서버 설치
Sun Fire X2200 M2 서버의 상부 커버에 있는 서비스 레이블에는 주문 가능한 슬라이드 
레일 및 케이블 관리 암 옵션을 통해 4포스트 랙에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
이 들어 있습니다. 세부 지침은 다음 URL의 Sun Fire X2200 M2 서버 서비스 설명서, 
819-6597 에서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un.com/documentation

Sun Fire X2200 M2 서버용 슬라이드 레일은 다음 표준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장비 랙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 4포스트 구조(전면 및 후면에 설치). 2포스트 랙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 ANSI/EIA 310-D-1992 또는 IEC 60927 표준을 따르는 랙 수평 개구와 장치 수직 피치.

■ 전면 설치면과 후면 설치면 간 거리: 610mm ~ 915mm(24인치 ~ 36인치).

■ 전면 랙 설치면 앞쪽에서 전면 캐비닛 도어에 대한 여유 깊이: 최소 25.4mm(1인치).

■ 전면 랙 설치면 뒤쪽에서 후면 캐비닛 도어에 대한 여유 깊이: 최소 800mm(31.5인치) 
(케이블 관리 암 사용) 또는 700mm(27.5인치)(케이블 관리 암 사용 안 함).

■ 전면 설치면과 후면 설치면 간(구조 지지대 및 케이블 홈통 간) 여유 너비: 최소 456mm 
(18인치).

주의 – 랙에 장비를 로드할 때는 위쪽이 무거워서 전복되지 않도록 항상 아래에서 위
로 로드하십시오. 장비 설치 중에 랙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울임 방지 막대를 배치하
십시오.

주의 – 랙의 온도가 서버의 최대 주변 정격 온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랙에 
설치된 모든 장비의 총 기류 요건을 고려하여 지정된 온도 범위 내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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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연결
커넥터 위치는 그림 1-2 및 표 1-1을 참조하십시오.

▼ 케이블 연결
다음과 같이 서버와 외부 장치를 연결합니다. 

1. 서버 전원 코드를 접지된 전기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2. 직렬 널 모뎀 케이블을 직렬 포트에 연결합니다. 

기본 직렬 포트의 속도는 흐름 제어가 없는 상태에서 9600입니다.

주 – 직렬 콘솔에서 시스템 출력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3페이지의"직렬 출력 변경
을 통한 시스템 정보 표시"를 참조하십시오.

3. 필요 시 RJ-45 LAN 기가비트 이더넷 커넥터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합니다(그림 1-2 
참조).

이더넷(LAN) 포트에 대한 다음 지침에 유의하십시오.

■ Broadcom LAN-1 NET MGT 포트는 서버 관리 및 네트워크 액세스에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원격 시스템 관리를 위한 서비스 프로세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의
"Sun Fire X2200 M2 서버 소프트웨어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LAN-0 및 LAN-1 포트는 Broadcom 이더넷 포트입니다. LAN-2 및 
LAN-3 포트는 NVIDIA 이더넷 포트입니다.

■ 2개의 Broadcom NIC(LAN-0 and LAN-1)는 주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로서 운영 체제 및 드라이버의 네트워크 설치에 사용됩니다. 

4. 추가 외부 장치를 모두 서버의 기타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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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후면 패널

서버 전원 켜기/끄기
이 단계에서는 서비스 프로세서의 초기 구성 수행을 위해 서버에 대기 전원만 공급해야 합니
다. 이 절에서는 주 전원 모드로 전원을 켜거나 주 전원 모드에서 전원을 끄는 것과 관련된 절
차도 설명합니다.

표 1-1 후면 패널

레이블 커넥터/슬롯 레이블 커넥터/슬롯

1 전원 커넥터 6 NVIDIA 이더넷 커넥터(LAN-2 왼쪽, LAN-3 오
른쪽)

2 Broadcom 이더넷 커넥터(LAN-0 상단, 
LAN-1 NET MGT 하단)

7 직렬 관리/DB9 RS-232 직렬 포트

3 시스템 식별 버튼/LED 8 PCI-Express 슬롯

4 고장 LED 9 온보드 HD15 비디오 커넥터

5 전원 LED 10 USB 2.0 커넥터(4)

2

10 9

63 4 5 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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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서비스 프로세스 구성을 위한 대기 전원 공급
다음 절차에 따라 초기 구성 전에 SP(서비스 프로세서)에 대기 전원을 공급하십시오.

주의 – 팬, 방열판 구성 요소, 에어 배플 및 커버를 모두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버를 작
동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냉각 시스템 없이 서버를 작동할 경우 서버 구성품이 심하게 손상
될 수 있습니다.

1. 접지된 AC 전원 코드를 서버 후면 패널에 있는 AC 전원 커넥터와 접지된 AC 전원 콘센
트에 꽂습니다.

대기 전원 모드에서는 전면 패널의 전원/OK LED가 깜박이면서 SP가 작동 중임을 나타
냅니다. 그림 1-3 및 표 1-2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1-3 전면 패널 

2. 2장의 설명을 참고로 초기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주 – 이 단계에서 대기 전원은 서비스 프로세서 및 전원 공급 장치 팬에만 제공됩니다. 초기 
구성을 시작하려면 이 안내서의 2장을 참조하십시오. 플랫폼 운영 체제를 설치할 준비가 될 
때까지 서버의 나머지 부분에는 주 전원을 공급하지 마십시오.

표 1-2 전면 패널

레이블 버튼/LED/포트 레이블 버튼/LED/포트

1 시스템 식별 버튼/LED 5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개(선택 사항) 

2 고장 LED 6 USB 2.0 커넥터 2개

3 전원/OK LED 7 DVD 드라이브(선택 사항)

4 전원 버튼 8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1개(선택 사항)

21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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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원 모드로 전원 켜기
모든 서버 구성품의 주 전원을 켜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a. 전원 코드가 연결되어 있고 대기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기 전원 모드에서는 전면 패널의 전원/OK LED가 깜박입니다. 그림 1-3을 참조하십
시오.

b. 볼펜 또는 뾰족한 다른 것을 사용하여 서버 전면 패널에 있는 들어간 전원 버튼을 눌
렀다 놓으십시오.

주 전원이 전체 서버에 공급되면 전원 버튼 옆에 있는 전원/OK LED가 점등되고 켜진 
상태가 됩니다.

주 – 서버의 전원이 처음 켜질 때 POST(Power-On Self-Test)를 실행하는 데 최대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주 전원 모드로 전원 끄기
주 전원 모드에서 서버의 전원을 끄려면,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정상 종료: 볼펜 또는 뾰족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전면 패널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
렀다 놓습니다. 그러면 ACPI(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 기능을 
사용하여 운영 체제의 정상적인 종료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PI 사용 가능 운
영 체제를 실행하지 않는 서버에서는 대기 전원 모드로 즉시 종료됩니다.

■ 비상 종료: 4초 동안 전원을 누르고 있으면 주 전원이 강제로 꺼지고 대기 모드로 전환
됩니다. 주 전원이 꺼지면 전면 패널의 전원/OK LED가 깜박이기 시작하면서 서버가 
대기 전원 모드임을 나타냅니다.

주의 – 서버의 전원을 완전히 끄려면 서버 후면 패널에서 AC 전원 코드를 분리해야 
합니다.
8 Sun Fire X2200 M2 서버 설치 안내서 • 2006년 8월



설정 문제 해결 및 지원
이 항목에는 사소한 서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설명합니다.

■ 9페이지의"Sun Fire X2200 M2 서버 설정 문제 해결"

■ 11페이지의"지원 문의"

■ 12페이지의"Sun Fire X2200 M2 서버 설명서"

Sun Fire X2200 M2 서버 설정 문제 해결
서버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표 1-3의 문제 해결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표 1-3 문제 해결 절차

문제 가능한 해결책

서버의 전원이 켜졌
으나, 모니터가 켜지
지 않습니다.

• 모니터용 전원 버튼이 켜져 있습니까?
• 모니터 전원 코드가 벽면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 벽면 콘센트에 전원이 공급됩니까? 다른 장치에 플로그를 꽂아 테스
트해 보십시오.

Eject(꺼내기) 버튼을 
눌러도 CD 또는 
DVD가 미디어 트레
이에서 나오지 않습
니다. 

•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의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드라이브가 
저전력 모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서버에 설치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CD를 꺼내십시오.
• 장치의 매체가 사용 중이 아니고 운영 체제가 마운트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니터 화면에 비디
오가 표시되지 않습
니다.

• 모니터 케이블이 비디오 커넥터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 다른 시스템에 연결했을 때 모니터가 작동합니까?
• 다른 모니터가 있는 경우 원래 시스템에 연결했을 때 작동합니까?
• POST 및 BIOS 완료 후 모니터에 비디오 출력이 나타나지 않고 깜박
거리는 커서만 보이는 경우 운영 체제의 구성을 점검하여 직렬 회선
을 통해 출력을 전용으로 재지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전면 패널의 전원 버
튼을 눌러도 서버의 
전원이 켜지지 않습
니다.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 다음 상황에 대해 기록하십시오.
• 시스템 전면의 전원 버튼 LED에 불이 켜져 있습니까? 전원 코드가 시
스템은 물론 접지된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벽면 콘센트에 전원이 공급됩니까? 다른 장치에 플로그를 꽂아 테스
트해 보십시오.

• 전원이 켜진 후 5분 이내에 모니터가 동기화됩니까? 모니터의 녹색 
LED의 깜박거림이 멈추고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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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자세한 문제 해결 정보는 Sun Fire X2200 M2 서버 서비스 설명서, 819-6597을 참조
하십시오.

키보드 또는 마우
스가 응답하지 않
습니다.

• 마우스 및 키보드 케이블이 서버의 온보드 USB 2.0 커넥터에 연결되
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서버의 전원이 켜져 있고 전면의 전원 LED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서버가 절전 모드로 
나타나지만, 전원 버
튼 LED가 깜박거리
지 않습니다.

전원 표시기 LED는 모든 서버 구성 요소가 저전력 모드일 때만 깜박거
립니다. 테이프 드라이브가 서버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이프 
드라이브는 저전력 모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 표시기 LED가 
깜박거리지 않습니다.

서버가 응답하지 않
습니다. 마우스, 키보
드 또는 응용 프로그
램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네트워크상의 다른 서버에서 해당 시스템으로 액세스를 시도해 보십
시오.
1. 다른 시스템에서 ping IP_address_of_X2200을 입력합니다 .
2. 반응이 있는 경우 telnet, ssh 또는 rlogin을 사용해 Sun Fire 

X2200 M2 서버에 로그인해 보십시오 .
3. 로그인에 성공하면 ps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목록
을 표시하십시오 .

4. kill process_ID 명령을 사용해 응답이 없거나 실행이 중지된 것처
럼 보이는 모든 프로세스를 중단하십시오 .

5. 프로세스가 중단될 때마다 Sun Fire X2200 M2 서버의 반응을 확인
하십시오 . 

위의 절차가 작동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서버를 껐다가 켜십시오.
1.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의 전원을 끈 후 20-30초 간 기다리십시오 .
2. 전원 버튼을 재차 눌러 시스템 전원을 다시 켜십시오 .. 

표 1-3 문제 해결 절차(계속)

문제 가능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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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문의
이 장의 문제 해결 절차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표 1-4를 사용하여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표 1-5에는 추가 기술 지원을 위한 Sun 웹 
사이트 및 전화 번호 목록이 있습니다.

표 1-4 지원에 필요한 시스템 정보

필요한 시스템 구성 정보 사용자 정보

Sun 서비스 계약 번호

시스템 모델

운영 환경

시스템 일련 번호

시스템에 연결된 주변장치

사용자와 보조 문의처의 전자메일 주소 및 전화 번호
시스템이 위치한 세부 주소

슈퍼유저 암호

문제, 문제 발생 시 수행 중인 작업 요약

기타 유용한 정보

IP 주소

서버 이름(시스템 호스트 이름)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프록시 서버 구성

표 1-5 Sun 기술 지원 문의처

서버 문서 및 지원 리소스 URL 또는 전화 번호

모든 최신 Sun Fire X2200 M2 서버 문서
의 PDF 파일. 

http://www.sun.com/documentation/

Solaris™ 10 및 기타 소프트웨어 문서. 이 
웹 사이트는 완벽한 검색 기능을 제공합
니다.

http://docs.sun.com/documentation/

토론 및 문제 해결 포럼. http://supportforum.sun.com/

모든 Sun 제품에 대한 지원, 진단 도구 및 
경고. 

http://www.sun.com/big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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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Fire X2200 M2 서버 설명서
Sun Fire X2200 M2 서버용 문서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고, 제
품의 설명서 사이트에도 게시된 Where To Find Documentation(설명서 찾는 방법)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URL로 이동하여 Sun Fire X2200 M2 서버에 대한 설명서 사이트를 
찾으십시오.

http://www.sun.com/documentation

일부 설명서는 위에서 설명한 웹 사이트에서 프랑스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한국
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영문 설명서는 보다 자주 개정됩니다. 따라서 
번역본보다 최신 버전일 수 있습니다.

모든 Sun 하드웨어 설명서를 보시려면 다음 URL로 이동하십시오.

http://www.sun.com/documentation

Solaris 및 기타 소프트웨어 설명서는 다음 URL로 이동하십시오.

http://docs.sun.com

SunSolveSM 웹 사이트. 소프트웨어 패치
에 대한 링크를 포함합니다. 일부 시스템 
사양, 문제 해결 및 유지관리 정보 및 기
타 도구 목록을 제공합니다.

http://www.sunsolve.sun.com/handbook_pub/

SunServiceSM 지원 전화 번호. 1-800-872-4786(1-800-USA-4Sun), 옵션 1 선택

SunService 지원에 대한 국제 전화 번호 
목록이 있습니다.

http://www.sun.com/service/contacting/solution.html

보증 및 계약 지원 문의처. 기타 서비스 
도구에 대한 링크 목록이 있습니다. 

http://www.sun.com/service/warrantiescontracts/

모든 Sun 제품의 보증 목록이 있습니다. http://www.sun.com/service/support/warranty

표 1-5 Sun 기술 지원 문의처(계속)

서버 문서 및 지원 리소스 URL 또는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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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

Sun Fire X2200 M2 서버 소프트웨어 
설정

이 장에서는 Embedded LOM(Lights Out Manager) SP(서비스 프로세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설명합니다.

■ 13페이지의 "Embedded LOM 서비스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정보"

■ 15페이지의 "Embedded LOM 서비스 프로세서의 초기 구성 수행"

■ 23페이지의 "직렬 출력 변경을 통한 시스템 정보 표시"

■ 25페이지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또는 설치"

Embedded LOM 서비스 프로세서 소프트
웨어 정보
Sun Fire X2200 M2 서버의 Embedded LOM SP는 서버 관리를 위한 강력한 도구를 제공
합니다. Embedded LOM은 4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4개 구성 요소 중 3개는 호스
트 서버에 있고, 나머지 한 개는 호스트 서버에 액세스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있습니
다. 4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Embedded LOM 하드웨어. Embedded LOM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 팬, 디스크 드라이브 및 전원 공급 장치 등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구성품의 상태 및 
구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장된 서비스 프로세서 칩셋입니다.

■ 서버의 온보드 LAN 1 또는 COM 포트를 통한 이더넷 또는 직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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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edded LOM 펌웨어. 서비스 프로세서 칩셋에 사전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관리 
펌웨어 응용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서비스 프로세서 펌웨어는 운영 체제에 
비종속적입니다. 이 펌웨어 응용 프로그램은 다음의 시스템 관리 인터페이스를 서버
에 제공합니다.

■ 웹 기반 그래픽 인터페이스

■ SSH(Secure Shell) 명령줄 인터페이스

■ IPMI v2.0 명령줄 인터페이스

■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v3 인터페이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 프로세서에서 동일한 기본 시스템 관리 기능을 사
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 이상의 ILOM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 
중인 다른 관리 인터페이스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 Remote Console 응용 프로그램. Remote Console 응용 프로그램은 원격 클라이언트
에서 비디오 커넥터에 직접 연결된 것처럼 호스트 서버의 그래픽 콘솔을 표시하는 계
층화된 소프트웨어의 일종입니다. Remote Console은 원격 관리 시스템의 X2200 
VGA 장치(최대 1600 x 1200의 해상도)에서 로컬로 비디오 디스플레이 화면을 미러링
합니다.  원격 키보드, 마우스, CD 드라이브 또는 디스켓 드라이브는 표준 USB 장치
로 나타납니다.

주 – Remote Console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하는 데 특별한 응용 프로그램이 필
요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Sun Java™ 런타임 환경 버전 5.0 이상의 플러그
인이 제대로 설치된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Java는 http://java.sun.com에
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측 SSH(Secure Shell) 응용 프로그램. 원격 SSH(Secure Shell)를 통해 
Embedded LOM에 액세스하려면, 원격 클라이언트 시스템(서버, 워크스테이션, 랩탑)
에 Secure Shell 통신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Secure Shell 통신 
응용 프로그램은 상용 또는 공개 소스 배포판으로 제공됩니다. 공개 소스 클라이언트 
측 SSH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openssh.org를 참조하
십시오. 

■ 직렬 재지정. BIOS에는 직렬 재지정용 옵션이 두 개 있습니다. 직렬 재지정을 설정해 
시스템 출력 또는 Embedded LOM 출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콘솔 시작 시 시스템 
출력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mbedded LOM 출력이 표시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23페이지의 "직렬 출력 변경을 통한 시스템 정보 표시"를 참조하십시오. 

Sun Microsystems™에서는 서비스 프로세서 및 펌웨어를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
적인 기본 설정에 맞도록 구성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기본값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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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LOM 서비스 프로세서의 초기 
구성 수행
이 항목에서는 Embedded LOM SP를 연결하여 초기 설정 및 구성을 수행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하는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주 – DHCP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직렬 연결을 사용해 Embedded LOM을 구성해
야 합니다.

■ 15페이지의 "직렬 연결을 통한 Embedded LOM SP 구성"

■ 17페이지의 "이더넷 연결을 사용한 Embedded LOM SP 구성"

▼ 직렬 연결을 통한 Embedded LOM SP 구성
터미널 또는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실행 중인 PC를 서비스 직렬 포트에 연결
하면 언제라도 Embedded LOM SP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Embedded 
LOM SP와 직렬 연결을 설정하고 Embedded LOM 펌웨어의 초기 구성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주 – 이 절차에서는 이 안내서의 1장에 따라 서버의 하드웨어 설정 및 전원 공급을 이미 
완료했다고 가정합니다.

1. 터미널, 랩탑 또는 터미널 서버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2. 랩탑 또는 PC에서 실행 중인 터미널 장치 또는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다음 
설정에 따라 구성합니다.

■ 8N1: 데이터 비트 - 8, 패리티 없음, 정지 비트 - 1

■ 9600 보오 

■ 하드웨어 흐름 제어(CTS/RTS) 사용 안 함

■ 소프트웨어 흐름 제어(XON/XOFF) 사용 안 함

3. 널 직렬 모뎀 케이블을 서버 후면 패널의 DB9 직렬 포트에서 터미널 장치로 연결합니다. 

후면 패널에 있는 직렬 포트의 위치는 그림 1-2를 참조하십시오.

4. 터미널 장치와 Embedded LOM SP 간의 연결을 설정하려면 터미널 장치의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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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전원이 켜지기 전 또는 전원 공급 절차 중에 Embedded LOM의 직렬 포트에 연결
하는 경우 부팅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Embedded LOM에서 로그인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login:

5. Embedded LOM SP에 로그인하여 기본 사용자 이름 root, 기본 암호 changeme를 
입력합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Embedded LOM에서 기본 명령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SP - > 

6. DHCP 서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주 – SP IP 주소는 DHCP로 기본 설정됩니다. DHCP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SP는 
고정 IP 주소로 기본 설정됩니다.

■ DHCP 서버가 없는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해 IP 주소를 Embedded LOM에 지정합니
다. 그런 다음,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및 IP 주소에 적합한 값을 입력합니다. 

■ DHCP 서버가 있는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IP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show /SP/AgentInfo

주 – Embedded LOM에 지정된 IP 주소를 기록해 두십시오.

7. 서버에 대기 전원을 공급하면 Embedded LOM SP 출력이 표시됩니다. 콘솔을 실행하여 
시스템 출력을 보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start /SP/AgentInfo/console

set /SP/AgentInfo DhcpConfigured=disable 

set /SP/AgentInfo NetMask=넷마스크
set /SP/AgentInfo Gateway=게이트웨이
set /SP/AgentInfo IpAddress=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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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Esc + Shift + 9(키 시퀀스)를 입력하여 직렬 콘솔에서 Embedded LOM CLI(명령줄 
인터페이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mbedded LOM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CLI 명령 
show /SP/network를 입력하면 현재의 Embedded LOM 네트워크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I를 사용하여 고정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은 20페이지의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여 Embedded LOM SP 구성"을(를) 참조하십시오.

8.  25페이지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또는 설치"로 계속 진행합니다.

이더넷 연결을 사용한 Embedded LOM SP 구성
Embedded LOM SP에서는 서버의 시스템 관리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
합니다. 이더넷 LAN(근거리 통신망)에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서버와 이더넷 LAN 사이의 이더넷 연결을 설정합니다.

■ DHCP 서버에서 SP에 지정한 IP 주소를 확인하거나 15페이지의 "직렬 연결을 통한 
Embedded LOM SP 구성"의 지침을 따릅니다.

주 – IP 주소를 DHCP 서버에서 SP로 지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SP에 고정 IP 주소를 지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페이지의 "고정 IP 주소를 사
용하여 Embedded LOM SP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SP의 IP 주소를 확인한 경우 SSH(Secure Command Shell) 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펌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DHCP 서버를 사용한 Embedded LOM SP 구성
이더넷 관리 연결을 설정하려면 고정 또는 유동 IP 주소를 RJ-45 이더넷 관리 포트에 지
정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DHCP 연결을 지원하도록 데이터 센터의 SP 및 DHCP 
서버를 구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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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이 절차에서는 이 안내서의 1장에 따라 서버의 하드웨어 설정을 완료하고 대기 
전원을 이미 공급했다고 가정합니다.

1. DHCP 서버가 새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MAC 주소는 xx:xx:xx:xx:xx:xx 형식의 12자리 16진수 문자열입니다. 여기서 x는 0-9, 
A-F, a-f와 같은 한 자리 16진수 문자를 나타냅니다.

2. 서버의 RJ-45 NET MGT 이더넷 포트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그림 1-2을(를) 참
조하십시오.

SP에서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MAC 주소의 ID와 함께 DHCPDISCOVER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합니다. LAN의 DHCP 서버가 IP 주소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한 
DHCPOFFER 패킷을 반환합니다. SP에서는 DHCP 서버에서 지정한 IP 주소의 "임대"를 
관리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확인하여 SP MAC 주소를 알아냅니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주소
를 적어두십시오.

■ CLI 명령. SP에는 터미널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직렬 포트가 있습니다. SP에 로그
인하고 CLI 명령 show /SP/network를 입력하면 SP에서 현재 MAC 주소를 표시
합니다.

■ 서버와 함께 제공된 고객 정보 카드.

■ 시스템 BIOS 셋업 화면. Advanced(고급) −> IPMI 2.0을 선택합니다. 
Configuration(구성) − > Set LAN Configuration(LAN 구성 설정) − > MAC 
address(MAC 주소)를 선택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확인하여 SP IP 주소를 알아냅니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IP 주소를 
적어두십시오.

■ CLI 명령. SP에는 터미널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직렬 포트가 있습니다. SP에 로그인
하고 CLI 명령 show /SP/AgentInfo를 입력하면 SP에서 현재 IP 주소를 표시합
니다.

■ 시스템 BIOS 셋업 화면. Advanced(고급) − IPMI 2.0 Configuration(IPMI 2.0 구성) − 

Set LAN Configuration(LAN 구성 설정) − IP address(IP 주소)를 선택합니다.

■ DHCP 서버 로그 파일.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아래의 a단계와 b단계를 따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5단계로 이동하십시오. 

a. DHCP 서버에 로그인하고 DHCP 로그 파일을 확인합니다.

주 –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DHCP 서버 응용 프로그램마다 이 로그 
파일을 다른 위치에 저장합니다. 로그 파일의 정확한 경로는 DHCP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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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로그 파일에서 SP의 MAC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DHCP 로그 파일 항목은 다음과 같은 쉼표로 구분된 필드가 있는 개별 
행입니다.
ID, Date, Time, Description, IP Address, Host Name, MAC Address

올바른 DHCP 파일 항목의 MAC Address(7번째) 필드에서 SP의 MAC 주소를 찾고 
IP Address(5번째) 필드의 해당 값을 기록합니다. 이 값은 SP의 시스템 관리 펌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때 사용해야 하는 IP 주소입니다.

5.  4단계에서 알아낸 IP 주소를 사용하여 SP에 대한 세션을 엽니다.

각 SP 펌웨어 응용 프로그램마다 다른 웹 브라우저 또는 쉘이 필요합니다. 

■ SP CLI(명령줄 인터페이스)와 SSH(Secure Shell) 연결을 설정하려면 SSH 응용 프로
그램에서 적절한 연결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DHCP 지정 IP 주소가 
129.144.82.20인 SP로 연결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ssh -l root 129.144.82.20

SP의 기본 암호 changeme를 입력하고 나면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거나 서버에 있는 
장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Embedded LOM SP 웹 GUI와 연결을 설정하려면, 브라우저 위치란에 SP의 IP 주소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예를 들어 SP의 IP 주소가 129.144.02.20이라
고 가정합니다. 그림 2-1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2-1 웹 GUI로 세션 열기

6. CLI 또는 GUI 프롬프트에 기본 사용자 이름 root, 기본 암호 changeme를 입력하여 
Embedded LOM SP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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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mbedded LOM 로그인 화면

7. CLI에서 Embedded LOM SP 명령을 입력하거나 Embedded LOM 웹 GUI 페이지로 
이동하여 Embedded LOM SP를 구성합니다. 서버 관리를 위해 Embedded LOM GUI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bedded Lights Out Manager 관리 안내서를 참
조하십시오.

8.  25페이지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또는 설치"로 계속합니다.

▼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여 Embedded LOM SP 구성
IP 주소를 DHCP 서버에서 SP로 지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SP에 고정 IP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웹 GUI를 사용하거나 네트워크 또는 직렬 포트에서 CLI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 20페이지의 "웹 GUI를 사용하여 고정 IP 주소 구성"

■ 22페이지의 "CLI를 통한 고정 IP 주소 구성"

▼ 웹 GUI를 사용하여 고정 IP 주소 구성

다음 절차는 웹 GUI를 사용하여 고정 IP 주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SP의 현재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 CLI 명령. SP에는 터미널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직렬 포트가 있습니다. SP에 로그인
하고 CLI 명령 show /SP/AgentInfo를 입력하면 SP에서 현재 IP 주소를 표시합
니다.

■ 시스템 BIOS 셋업 화면. Advanced(고급) −> IPMI 2.0 Configuration(IPMI 2.0 구성) −> 
Set LAN Configuration(LAN 구성 설정) −> IP address(IP 주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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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웹 브라우저를 통해 SP에 연결합니다.

3. 기본 사용자 이름 root와 기본 암호 changeme를 사용하여 웹 GUI에 로그인합니다.

초기 Embedded LOM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2-3 초기 Embedded LOM 화면 

4. 드롭다운 메뉴를 표시하려면 Control(제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2-4 Embedded LOM 제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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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mbedded LOM SP의 현재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
서 Network(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그림 2-5 Embedded LOM 네트워크 설정 페이지 

6. Enable DHCP(DHCP 활성화) 상자를 선택해 비활성화한 다음, 고정 IP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 CLI를 통한 고정 IP 주소 구성

1. SSH를 사용하거나 직렬 포트에 연결하여 CLI에 로그인합니다.

Embedded LOM SP CLI에 대한 SSH 연결을 설정하려면 SSH 응용 프로그램에서 해당 
연결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DHCP 지정 IP 주소가 129.144.82.20인 SP로 연결
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ssh -l root 129.144.82.20

2. 아래 예에 있는 주소 대신 사용자의 주소를 사용하여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아래 명령에 표시된 주소는 예입니다.)

set /SP/AgentInfo DhcpConfigured=disable 
set /SP/AgentInfo NetMask=255.255.255.0
set /SP/AgentInfo Gateway=129.144.82.254
set /SP/AgentInfo IpAddress=129.144.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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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출력 변경을 통한 시스템 정보 표시
BIOS에는 Embedded LOM SP 구성 후 직렬 재지정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SP(기본값). 직렬 출력은 SP 출력(SP 부팅 및 CLI)을 표시하고 시스템 콘솔은 CLI 명
령을 입력하여 액세스할 있습니다.

■ 시스템. 직렬 출력은 시스템 정보(예: POST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BIOS는 직렬 출력을 SP로 재지정하도록 설정됩니다. BIOS 재지정된 직렬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해 SP CLI 명령을 입력하지 않고도 BIOS 구성 옵션을 변경하여 
SP가 아닌 BIOS에서 기본 직렬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출력으로 변경

BIOS를 변경해 시스템 정보를 직렬 콘솔에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SP CLI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해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set /SP/SystemInfo/CtrlInfo PowerCtrl=reset

2. 다음 명령을 사용해 SP에서 콘솔을 실행합니다. 

start /SP/AgentInfo/console

초기 BIOS 화면을 놓치지 않도록 출력 시 주의 깊게 살펴 보십시오.

주 – 다음 단계로 기능 키입력 교체를 위한 직렬 터미널의 Esc 시퀀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1을 참조하십시오.

3. F2 키를 눌러 콘솔의 BIOS를 시작합니다.

4. IPMI 2.0 구성에서 다음 BIOS 옵션을 SP에서 시스템으로 변경합니다.

5.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재부팅합니다. 

직렬 재지정은 항상 시스템 출력을 표시합니다.

비디오 포트에 표시된 대로 BIOS 화면의 문자 표시르르 보고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
니다. 직렬 터미널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핑이 변경된 키입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1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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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직렬 터미널 키 매핑 변경

키 ANSI 이스케이프 시퀀스 Windows 해당

F1 Esc+Shift-o+Shift-p Esc+1

F2 Esc+Shift-o+Shift-q Esc+2

F3 Esc+Shift-o+Shift-r Esc+3

F4 Esc+Shift-o+Shift-s Esc+4

F5 Esc+Shift-o+Shift-t Esc+5

F6 Esc+Shift-o+Shift-u Esc+6

F7 Esc+Shift-o+Shift-v Esc+7

F8 Esc+Shift-o+Shift-w Esc+8

F9 Esc+Shift-o+Shift-x Esc+9

F10 Esc+Shift-o+Shift-y Esc+0

F11 Esc+Shift-o+Shift-z Esc+!

F12 Esc+Shift-o+Shift-a Esc+@

Home Esc+Shift-h Esc+h

End Esc+Shift-k Esc+k

Insert Esc+Shift-[+Shift--2 Esc++

Delete Esc+Shift-[+Shift--3 Esc+-

Page Up Esc+Shift-[+Shift--5 Esc+?

Page Down Esc+[+6 Esc+/

위쪽 화살표 Esc+[+Shift-a Esc+w

아래쪽 화살표 Esc+[+Shift-b Esc+x

오른쪽 화살표 Esc+[+Shift-c Esc+d

왼쪽 화살표 Esc+[+Shift-d Esc+a

Reset 해당 키 없음 Esc+R+Esc+r+E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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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또는 설치
서버에 적어도 한 개의 하드 드라이브가 설치된 경우 Solaris™ 10 운영 체제 및 추가 소프
트웨어가 미리 설치되었을 수 있습니다.

■ 서버에서 사전 설치된 Solaris 10 운영 체제를 구성하려면 3장을 참조하십시오.

■ 사전 설치된 추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5페이지의 "사전 설치된 추가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운영 체제를 설치할 경우 26페이지의 "기타 운영 체제 및 드라이버 설치"를 참조
하십시오.

사전 설치된 추가 소프트웨어 
Sun Java™ Enterprise System(JES) 및 Sun™ Studio를 포함한 추가 소프트웨어가 Sun 
Fire X2200 M2 서버에 사전 설치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정보 및 다운로
드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개발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명서 등은 다음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됩
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다운로드 사이트

Sun Java Enterprise 
System

http://www.sun.com/software/javaenterprisesystem/

Sun Studio http://developers.sun.com/sun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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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영 체제 및 드라이버 설치 
Sun Fire X2200 M2 서버에 사전 설치된 운영 체제(OS)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금 OS를 
설치하십시오. Solaris 10 OS가 주 부팅 드라이브에 사전 설치된 경우, 도구 및 드라이버 
CD에 있는 Erase Primary Boot Disk 유틸리티를 사용해 OS를 제거해야 합니다. 

주 부팅 장치를 제거하고 서버에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Fire X2200 M2 서버 운영 체제 설치 안내서, 819-6599를 참조하십시오.

주 – Sun Fire X2200 M2 서버 설명서는 실제 운영 체제 설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
습니다. OS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영 체제에 대한 제품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소스를 통해 Sun Fire X2200 M2 서버에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위한 Sun Fire X2200 
M2 서버 관련 정보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운영 체제 제거, 추가 드라이버 설치 및 다른 운영 체제 설치에 대한 정보는 Sun 
Fire X2200 M2 서버 운영 체제 설치 안내서, 819-6599에 있습니다. 이 문서에 액세스
하려면 다음 URL에서 Sun Fire X2200 M2 설명서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http://www.sun.com/documentation

■ 지원되는 운영 체제용 드라이버는 시스템과 함께 포함된 Sun Fire X2200 M2 서버 
도구 및 드라이버 CD에서 제공되며,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sun.com/servers/x64/x2200/downloads.jsp

■ Sun Fire X2200 M2 서버에 지원되는 운영 체제의 최신 목록은 다음 제품 웹 사이트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un.com/x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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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3

사전 설치된 Solaris 10 운영 체제 
구성

이 장에서는 하드웨어 드라이브 구성에 따라 Sun Fire X2200 M2 서버에 사전 설치될 수 
있는 Solaris 10 운영 체제(OS)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Solaris 
10 6/06은 최초 지원 버전입니다.

주 – SPARC®  시스템의 경우와 달리 서버 전원을 켰을 때 사전 설치된 Solaris 10 이미지 
출력을 모니터에서 볼 수 없습니다. 사전 설치된 이미지 출력은 서버에 연결된 모니터 대
신 직렬 콘솔로 전달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전 설치된 OS 구성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1. 2장에서 설명한 대로 서비스 프로세서의 초기 구성을 수행하여 서버의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2. 27페이지의 "설치 워크시트"에 나온 대로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설치 워크시트
표 1에 있는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사전 설치된 Solaris 10 OS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합니다.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정보만 수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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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치 워크시트 

설치에 필요한 정보 설명/예
답변:
기본값은 별표(*)로 표시됨  

언어 Solaris 10 소프트웨어에 사용 가능한 언어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영어*

로케일 사용 가능한 로케일 목록에서 지역을 선택
합니다.

영어(C - 7비트 ASCII)*

터미널 사용 가능한 터미널 유형 목록에서 사용 중인 
터미널 유형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 네트워크에 연결됨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음*

DHCP 시스템에서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DHCP를 사
용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
크 주소를 기
재합니다.

IP주소 DHC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의 IP 주소
를 입력합니다. 
예: 129.200.9.1

서브넷 DCH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이 서브넷
의 일부입니까? 
서브넷의 일부라면 서브넷의 넷마스크는 무엇
입니까? 
예: 255.255.0.0

255.255.0.0* 

IPv6 이 시스템에서 IPv6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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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이름 시스템에 사용할 호스트 이름.

Kerberos 이 시스템에서 Kerberos 보안을 구성할 계획입
니까? 
'예'인 경우 다음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기본 Realm:
관리 서버:

첫 번째 KDC:
추가 KDC(선택 사항):

• 예
• 아니오*

네임 서비스: 
시스템에서 
네임 서비스
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
보를 제공합
니다.

네임 서비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할 네임 서비스는 무엇입
니까? 

• NIS+
• NIS
• DNS
• LDAP

• 없음*

도메인 이름 시스템이 상주하는 도메인의 이름을 제공합
니다. 

NIS+ 및 NIS 네임 서버를 지정하거나 설치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네임 서버를 검색하하시겠습니까? 

• 지정
• 검색* 

DNS DNS 서버의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최소 1개의 
IP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최대 3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DNS 쿼리를 만들 때 검색할 도메인 목록
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검색:
도메인 검색:
도메인 검색:

LDAP LDAP 프로파일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합
니다.

프로파일 이름:
프로파일 서버:

LDAP 프로파일에서 프록시 보안 수준을 지정
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프록시 바인드 고유 이름(DN):
프록시 바인드 암호:

표 1 설치 워크시트  (계속)

설치에 필요한 정보 설명/예
답변:
기본값은 별표(*)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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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라우트 기본 라우트 IP 주소를 지정하거나 Solaris 설치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네임 서버를 검색하시
겠습니까?
기본 라우트는 두 개의 물리적 네트워크 간 트
래픽을 전달하는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IP 주
소는 네트워크의 각 호스트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IP 주
소가 추가된 /etc/defaultrouter 파일
이 생성됩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되면 지정된 
IP 주소가 기본 라우트가 됩니다.

• Solaris 설치 프로그램에서 IP 주소를 검색하
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ICMP 
라우터 탐색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
을 알리는 라우터가 있는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이 부팅할 때 IP 주소를 
검색합니다.

• 라우터가 없거나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IP 주소를 검색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 
None(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 재부팅 시 IP 주소를 자동으
로 검색합니다.

• 지정
• 검색
• 없음* 

시간대 기본 시간대를 어떻게 지정하시겠습니까? • 지역*
• GMT 대비 
• 시간대 파일

루트 암호 서버의 루트 암호를 선택합니다.

표 1 설치 워크시트  (계속)

설치에 필요한 정보 설명/예
답변:
기본값은 별표(*)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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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된 Solaris 10 운영 체제 구성 

주 – 이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아직 서비스 프로세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설정하십시
오. 2장을 참조하십시오. 

27페이지의 "설치 워크시트"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구성을 설정합니다. 

주 – Solaris 10 사전 설치 이미지는 모든 출력을 직렬 포트로 기본 설정하도록 구성되었
습니다. 모니터가 연결되었거나 IP 상의 KVM이 표시될 경우, Solaris 10을 재설치하거나 
직렬 출력을 비디오 포트로 재지정해야 합니다. 33페이지의 "콘솔 출력을 비디오 포트로 
재지정(선택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Embedded LOM SP를 구성한 후 다른 시스템 통해 서버에 연결함으로써 사전 설치된 
Solaris 10 운영 체제(OS)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 있습니
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32페이지의 "서비스 프로세서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서비스 프로세서의 IP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서버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33페이지의 "직렬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프로세서의 IP 주소를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서버와 
직렬 캡처 호스트 시스템의 직렬 포트를 케이블로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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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프로세서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

주 – 이 절차에서는 서버가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합
니다.

1. 그렇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서비스 프로세서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a. 뾰족한 것을 사용하여 전면 패널의 전원 버튼을 눌러 플랫폼의 주 전원을 켭니다.

OS가 부팅될 때 화면에 POST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b. Sun 로고 화면이 표시될 때 F2 키를 눌러 BIOS Setup(BIOS 셋업) 유틸리티를 시작
합니다.

BIOS Setup(BIOS 셋업) 유틸리티가 표시됩니다.

직렬 지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니터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23페이지의 "직
렬 출력 변경을 통한 시스템 정보 표시"를 참조하십시오.

c. Advanced(고급)를 선택합니다.

Advanced(고급) 화면이 표시됩니다.

d. IPMI 2.0 Configuration(구성)을 선택합니다.

IPMI 2.0 Configuration(구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a. LAN Configuration(LAN 구성)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b. IP Address(IP 주소)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서의 IP 주소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BMC의 현 IP 주소: xxx.xxx.xxx.xxx

2. 다음을 입력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프로세서의 IP 주소에 대한 
SSH(Secure Shell) 연결을 설정합니다.

ssh -l root sp_ip_address

3. 다음 예처럼 서비스 프로세서에 관리자(Administrator)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root
암호: changeme

4. 다음 명령을 입력해 Embedded LOM 콘솔을 시작합니다.

start /SP/AgentInfo/console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만 SP 직렬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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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P 직렬 포트 기본 설정을 변경한 경우, 설정값을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6. 화면의 Solaris 10 사전 설치 프롬프트를 따릅니다.

7. 27페이지의 "설치 워크시트"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화면은 서버에 네트워크 정보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DHCP를 선택했는지 아니
면 고정 IP 주소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스템 구성 정보를 입력하면 서버에서 부팅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Solaris 로그인 프롬
프트가 표시됩니다.

▼ 콘솔 출력을 비디오 포트로 재지정(선택 사항)

주의 – 이 절차는 Solaris 고급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잘못하여 bootenv.rc 파
일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서버를 부팅할 수 없거나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를 완료한 후 SP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콘솔 출력을 비디오 포트로 재지정하려
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해 /boot/solaris/bootenv.rc 파일을 엽니다.

2. 파일의 다음 라인을 수정해 비디오 출력을 VGA 모니터로 변경합니다.

setprop console 'text' 

3.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 직렬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
직렬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케이블을 사용하여 서버의 직렬 포트를 직렬 캡처 호스트 시스템의 직렬 포트로 연결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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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직렬 포트의 통신 속성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값은 9600 보오, 8N1(데이터 비트 8, 패리티 없음, 정지 비트 1)이며, 흐름 제어를 비
활성화합니다. 

3. 터미널 세션을 시작하여 직렬 포트 출력을 캡처합니다.

■ Solaris OS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다음을 입력합니다.
$ tip -9600 /dev/ttya

■ Windows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하이퍼터미널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합
니다.

■ Linux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Linux 배포판에 포함된 텍스트 기반 직렬 통신 
프로그램인 Minicom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배포판에 
포함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다음 예처럼 서비스 프로세서에 관리자(Administrator)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root
암호: changeme

5. 볼펜 또는 뾰족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전면 패널의 움푹 들어간 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다음 명령을 사용해 주 전원을 켭니다. 

set /SP/SystemInfo/CtrlInfo PowerCtrl=on

OS가 부팅될 때 화면에 POST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다음을 입력하여 Embedded LOM SP GUI를 시작합니다.

start /SP/AgentInfo/console

7. 화면의 Solaris 10 사전 설치 프롬프트를 따릅니다.

8. 27페이지의 "설치 워크시트"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화면은 서버에 네트워크 정보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DHCP를 선택했는지 아니
면 고정 IP 주소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스템 구성 정보를 입력하면 서버에서 부팅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Solaris 로그인 프롬
프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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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is 10 운영 체제 사용자 정보
이 항목에서는 Solaris 10 운영 체제 관련 정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Solaris 10 사용 설명서 액세스 
다음 사이트에서 다양한 Solaris 10 OS 사용 설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http://docs.sun.com/app/docs/prod/solaris.10 

특히 다음 위치에서 Solaris 10 OS Release and Installation Collection(Solaris 10 릴리스 
및 설치 설명서 모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docs.sun.com/app/docs/coll/1236.1 

Solaris 10 OS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Solaris 10 6/06 OS를 설치하거나 제거한 후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 다음 URL에서 CD 
또는 DVD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sun.com/software/solaris/get.jsp

Solaris 10 6/06은 Sun Fire X2200 M2 서버의 최소 지원 버전입니다.

Solaris 10 설치에 관련 지침은 Sun Fire X2200 M2 서버 운영 체제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
십시오.

Solaris 10 OS 교육
Sun은 개인별 일정과 학습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교육 옵션을 제공합니다. 교육 옵션에
는 강사 주도의 웹 기반 온라인 
CD-ROM 및 라이브 가상 클래스 등이 있습니다. Solaris 10 교육 및 인증 옵션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sun.com/training/catalog/solaris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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