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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시작 안내서에는 워크스테이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 
가동 및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워크스테이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서비스 기
술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명서의 구성
본 설명서는 다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에는 워크스테이션의 포장 제거, 케이블 연결 및 전원 켜기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
니다. 

장에서는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서 지원되는 운영 체제 및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
는 추가 드라이버에 대해 설명합니다. 

장에서는 사전 설치된 Solaris™ 10 Operating System 및 추가 개발 소프트웨어를 구성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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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프롬프트

활자체 규약

쉘 프롬프트

C 쉘 machine-name%

C 쉘 슈퍼유저 machine-name#

Bourne 쉘 및 Korn 쉘 $

Bourne 쉘 및 Korn 쉘 슈퍼유저 #

활자체1

1.사용 중인 브라우저 설정이 이 설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미 예제

AaBbCc123 명령어, 파일 및 디렉토리의 이름
과 컴퓨터 화면 상의 출력 내용

.login 파일을 편집합니다.
모든 파일을 나열하려면 ls -a를 사용
하십시오.
% You have mail.

AaBbCc123 컴퓨터 화면 상의 출력 내용과 대
조되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 su

Password:

AaBbCc123 문서 제목, 새로운 단어나 용어, 
강조하는 단어 
실제 이름이나 값으로 대체되는 
명령행 변수

사용 설명서의 6장을 읽으십시오.
이들을 class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슈퍼유저
이어야 합니다.
파일을 삭제하려면 filename 을 입력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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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설명서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설명서가 다음 URL을 통해 제공됩니다.

http://www.sun.com/products-n-solutions/hardware/
docs/Workstation_Products/Workstations/ultra40/index.html

설명서, 지원 및 교육

적용 분야 제목 문서 번호

시스템 설치 정보 Sun Ultra 40 Workstation Setup Guide 819-3951

개요 및 서비스 정보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서비스, 진단 및 문제 해결 
설명서

819-5516

설치 정보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시작 안내서 819-5546

안전 정보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for Sun System
Sun Ultra 40 Workstation Safety and Compliance Guide

816-7190
819-3955

최신 정보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릴리스 노트 819-5558

Sun의 역할 URL 설명

설명서 http://www.sun.com/documentation/ PDF 및 HTML 문서 다운로드, 문서 인쇄
본 주문

지원 및 교육 http://www.sun.com/support/

http://www.sun.com/training/

기술 지원 받기, 패치 다운로드 및 Sun 교육 
과정 정보 확인
머리말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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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웹 사이트
Sun은 이 설명서에서 언급하는 타사 웹 사이트의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
니다. Sun은 이러한 웹 사이트에서 또는 리소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내용, 광고, 제
품 또는 기타 자료를 추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un은 타사의 
웹 사이트에서 또는 리소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이나 의
존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또는 주장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고객 의견
Sun은 설명서의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의견 및 제안을 언제나 환영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주소로 전자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http://www.sun.com/hwdocs/feedback

보내실 때는 다음과 같이 해당 설명서의 제목과 문서 번호를 표기해 주십시오.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시작 안내서, 819-5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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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설치

이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페이지의 "안전 정보"
■ 2페이지의 "워크스테이션 설치 계획"
■ 3페이지의 "패키지 내용물 내역"
■ 4페이지의 "전면 및 후면 패널 개요"
■ 8페이지의 "워크스테이션 케이블 연결"
■ 9페이지의 "워크스테이션 전원 켜기"
■ 9페이지의 "워크스테이션 전원 끄기"

안전 정보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과 관련된 안전 정보는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for Sun Hardware Systems(816-7190)(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포장 키트에 포함된 인쇄본 문서)

■ Sun Ultra 40 Workstation Safety and Compliance Guide(819-
2149)(http://sun.com/documentation에 제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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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테이션 설치 계획 
다음 순서도를 프로세스 도구로 활용하면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림 0-1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설치 프로세스

워크스테이션의 포장을 풀고 워크스테
이션의 기능을 익힙니다.

워크스테이션과 외부 장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켭니다.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의 추가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작동 준비 완료!

시작

운영 체제를 설치하거나 사전 설치된 운
영 체제를 구성합니다.

구성 요소 옵션
을 설치하시겠
습니까?

구성 요소
옵션을
설치합니다 .

예

아니오

3페이지의 "패키지 내용물 내역"을 참조하십시오. 
4페이지의 "전면 및 후면 패널 개요"를 참조하십시
오.

DIMM, 그래픽 가속기, PCI 카
드, 하드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
이브, CD 또는 DVD 드라이브
를 설치하려면 Sun Ultra 40 워
크스테이션 서비스, 진단 및 문
제 해결 설명서 또는 해당 구성 
요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8페이지의 "워크스테이션 케이블 연결"을 참조
하십시오. 

9페이지의 "워크스테이션 전원 켜기"를 참조하십시
오.

16페이지의 "운영 체제 설치" 또는 29페이지의 "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17페이지의 "드라이버 설치 및 진단 파티션 마운
트"를 참조하십시오.
2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시작 안내서 • 2006년 1월



패키지 내용물 내역
모든 워크스테이션 구성 요소를 포장 상자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포장을 제거하십시오.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과 함께 제공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은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받침대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받침대는 시스템을 세워 놓는 경우 그림과 같은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그림 0-2 세워 놓은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항목 유형 항목

하드웨어 • DVI 비디오 어댑터
• DMS59 케이블 (NVS285 그래픽 카드가 설치된 경우 )
• SLI 커넥터 (SLI 지원 듀얼 비디오 카드가 설치된 경우 )

설명서 • Sun Ultra 40 Workstation Setup Guide

•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릴리스 노트
• Sun Ultra 40 Workstation Where to Find Doclette

• 추가 라이센스 및 안전 정보 설명서

미디어 •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드라이버 및 진단 
소프트웨어 )

• 다음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DVD 매체 키트 : Sun™ Studio 11, Sun 
Java™ Studio Creator Update 8, Sun Java™ Studio Enterprise 
Update 8

추가 하드웨어 Type 7 키보드, 마우스 및 전원 코드(국가별 키트) 

워크스테이션을 세울 
경우의 받침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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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및 후면 패널 개요
다음 그림과 표에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의 전면 및 후면 패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0-3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전면 패널

표 0-1 전면 패널

레이블 버튼/LED/포트

1 DVD 드라이브

2 전원 버튼

3 전원 LED

4 1394 포트(2개)

5 USB 포트(2개)

6 마이크 입력 잭

7 헤드폰 출력 잭

2

3

4

6

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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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4 Sun Ultra 40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후면 패널

표 0-2 후면 패널 

레이블 커넥터/슬롯 레이블 커넥터/슬롯

1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오디오 커넥
터(6개) 
청색: 라인 입력, 분홍색: 마이크 입력, 주황색
: 중앙/LFE, 라임색: 라인 출력, 회색: 측면 
서라운드 출력, 검정색: 후면 서라운드 출력

8 PCI-Express x4 슬롯(PCI-E 2)

2 SPDIF 동축(출력: 위, 입력: 아래) 9 주 PCI-Express x16 그래픽 슬롯
(PCI-E 1)

3 SPDIF 광(출력: 위, 입력: 아래) 10 PCI 33MHz/32비트(PCI 0)

4 보조 이더넷 커넥터(NIC1) 11 PCI 33MHz/32비트(66MHz/64비트 카드 
장착 가능)(PCI 1)

5 주 이더넷 커넥터(NIC0) 12 PCI-Express x4 슬롯(PCI-E 0)

6 USB 커넥터(6개) 13 전원 커넥터

7 보조 PCI-Express x16 그래픽 슬롯
(PCI-E 3)

1

2
3

5

10

4

7

 

6

8

9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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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덮개 개요

주의 - 측면 덮개를 제거하기 전에 항상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끄십시오. 필요에 따라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서비스, 진단 및 문제 해결 설명서(819-5516)에서 전원을 
끄고 측면 덮개를 제거하는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0-5 측면 덮개 구성 요소 개요—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표 0-3 측면 덮개 구성 요소 개요

항목 구성 요소 설명

1 측면 덮개

2 래치(2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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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및 마우스 개요

그림 0-6 키보드 및 마우스 구성 요소 개요—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추가 정보 - Sun 키보드 및 마우스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Type 7 Keyboard 
Installation Guide(819-2907)를 참조하십시오.

표 0-4 키보드 및 마우스 구성 요소 개요

항목 구성 요소 설명

1 키보드(Type 7)

2 범용 직렬 포트(3개) (세 번째 USB 포트는 키보드 아래에 있음)

3 스크롤 버튼 마우스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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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테이션 케이블 연결
±Þ³ð 0-7은 워크스테이션의 케이블 연결을 나타냅니다. 

그림 0-7 케이블 연결

워크스테이션과 외부 장치를 다음 순서대로 연결하십시오(1-7 참조).

1. 워크스테이션 전원 코드를 접지된 전원 콘센트에 꽂습니다.

2. 키보드와 마우스를 후면 패널의 USB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3. 모니터 케이블을 PCI- Express 그래픽 슬롯에 설치된 그래픽 카드 비디오 커넥터에 연
결합니다.

워크스테이션에 NVS285 그래픽 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DMS59 케이블이 워크스
테이션과 함께 제공됩니다.

4. 이더넷 케이블을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의 이더넷 커넥터 중 하나에 연결하고 케
이블의 반대쪽 끝을 이더넷 RJ-45 잭에 연결합니다.

5. 추가 외부 장치가 있으면 워크스테이션의 다른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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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테이션 전원 켜기

추가 정보 - 추가 DIMM, PCI 카드, SLI 커넥터, 광 드라이브 또는 하드 드라이브와 같
은 내부 구성 요소 옵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켜기 전에 설치하십시오. 설치할 
추가 구성 요소가 없으면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켤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구성 요
소 옵션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서비스, 진
단 및 문제 해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모니터와 모든 외부 장치의 전원을 켭니다.

2. 전면 패널에 있는 워크스테이션 전원 버튼을 눌렀다가 놓습니다(±Þ³ð 0-3 참조).

3. 몇 초 후에 전원 버튼 옆에 있는 전원 LED가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이 내부 부팅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전원 버튼 옆의 전원 LED가 켜집니다
(±Þ³ð 0-3 참조).

4.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처음 켜는 경우 시스템의 부팅이 완료되면 운영 체제를 설치하
거나 사전 설치된 운영 체제를 구성하십시오.

■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을 참조하십시오.

■ 사전 설치된 Solaris 10 Operating System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을 참조하십시오.

워크스테이션 전원 끄기
1. 데이터를 저장하고 열려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닫습니다.

2.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끄기 전에 다음 전원 끄기 옵션을 모두 확인합니다.

■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끌 때는 운영 체제의 shutdown 명령이나 메뉴 옵션을 사용
합니다. 

대개의 경우 어느 쪽을 사용해도 운영 체제가 종료된 다음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 운영 체제의 명령을 사용해도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이 꺼지지 않거나 명령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가 놓습니다(±Þ³ð 0-3에서 위치 참조).

이렇게 하면 운영 체제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다음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이 꺼집니다.

주의 -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위의 두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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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이 꺼지지 않으면 전원 버튼을 약 4초 간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은 꺼지지만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습
니다.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위의 옵션으로도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끌 수 없으면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서비
스, 진단 및 문제 해결 설명서(819-5516)의 "문제 해결"에서 추가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주 -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끈 후 다시 전원을 켜려면 4초 이상 기다리십시오.
10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시작 안내서 • 2006년 1월



2 장

소프트웨어 설치

이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페이지의 "운영 체제 설치 계획"

■ 14페이지의 "운영 체제 설치를 위한 BIOS 설정"

■ 16페이지의 "운영 체제 설치"

■ 17페이지의 "up2date 유틸리티 실행"

■ 17페이지의 "드라이버 설치 및 진단 파티션 마운트"

■ 15페이지의 "RAID 지원 활성화"

■ 25페이지의 "SLI 지원 구성"

■ 27페이지의 "Sun N1 Grid Engine 다운로드"

이 장에는 사전 설치된 Solaris 10 Operating System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워크스테이
션에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에는 진단 소프트웨어가 함께 들어 있습
니다. 진단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지침은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서비스, 진
단 및 문제 해결 설명서(819-5516)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 체제 설치 계획
±Þ³ð 1-8 0-1은 워크스테이션에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프로세스 흐름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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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0-1 운영 체제 설치 프로세스

운영 체제를 설치합니다 .

작동 준비 완료 !

9페이지의 "워크스테이션 전원 켜기 "을 참조하
십시오 .

29페이지의 "Solaris 10 Operating System 소
프트웨어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

16페이지의 "운영 체제 설치 "을 참조하십시오 .

사전 설치된 
운영 
체제를 구성
합니다 .

사전 설치된
운영 체제를
사용하시겠
습니까 ?

Red Hat Linux를 설치하는
경우 up2date 유틸리티를

Windows XP
를 설치합니
까 ?

Windows XP
설치를 위한
BIOS를 설정
합니다 .

14페이지의 "운영 체제 설치를 위한 BIOS 설
정 "를 참조하십시오 .

17페이지의 "up2date 유틸리티 실행 "을 참조하십시오 .

Supplemental CD의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
17페이지의 "드라이버 설치 및 진단 파티션 마운트 "을 참조
하십시오 .

설치할 하드
디스크 공간
이 있습니까 ?

Supplemental 
CD 를 사용하
여 주 부트 디스
크를 지웁니다. 

13페이지의 "기본 부트 하드 디스크 지우기 "
를 참조하십시오 .

아니오

예

예

아 니

아니오

예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켭니다 .

시작

15페이지의 "RAID 지원 활성화 " 을 참조하십시오 .(선택 사항 )RAID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

추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활성화합니다 . 25페이지의 "SLI 지원 구성 " 또는 27페이지의 "Sun N1 Grid
Engine 다운로드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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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트 하드 디스크 지우기
부트 파티션에 운영 체제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전 설치된 운영 체제를 제
거하려는 경우,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 기본 메뉴에서 Erase 
Primary Boot Hard Disk 옵션을 사용하면 설치된 다른 운영 체제를 제거하여 새 설치
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 - Supplemental CD의 Erase Primary Boot Hard Disk 옵션을 선택하면 진단 
파티션을 제외하고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파티션이 지워집니다. 또한 사용자의 데이터
가 모두 손실됩니다. 그러므로 이 작업은 반드시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
한 후에 수행해야 합니다.

기본 부트 하드 디스크를 지우려면

1.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할 모든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2. Supplemental CD를 워크스테이션에 넣습니다.

3. 기본 메뉴가 나타나면 Supplemental CD 기본 메뉴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3. Erase Primary Boot Hard Disk

이 옵션을 선택하면 진단 파티션을 제외하고 현재 기본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파티
션이 지워집니다. 하지만 진단 파티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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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설치를 위한 BIOS 설정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 운영 체제를 설치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BIOS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설치할 운영 체제에 해당되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XP 운영 체제의 BIOS 설정
Windows XP 운영 체제를 설치할 경우 Installed O/S(설치된 O/S) 옵션을 Windows
로 변경해야 합니다.

1.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켜고 Sun 로고 화면이 나타나면 F2 키를 눌러 BIOS Setup 메
뉴로 들어갑니다.

2. Advanced 탭을 선택합니다.

3. Installed O/S 옵션을 Windows로 변경합니다.

4.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BIOS를 종료합니다.

Linux 또는 Solaris 10 운영 체제의 BIOS 설정
Installed O/S 옵션의 기본값은 Others입니다.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Solaris 또
는 Linux 운영 체제에 대해 이 설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BIOS Installed O/S(설치된 O/S) 옵션이 기본값에서 변경된 경우 Linux 운영 체제
(Red Hat Enterprise Linux 3/4 및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9) 또는 Solaris 10 
운영 체제에 대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켜고 Sun 로고 화면이 나타나면 F2 키를 눌러 BIOS Setup 메
뉴로 들어갑니다.

2. Advanced 탭을 선택합니다.

3. Installed O/S 옵션을 Others로 변경합니다.

4.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BIOS Setup 유틸리티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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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지원 활성화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 대해 RAID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Sun Ultra 40 워크스테
이션 BIOS 및 NVRAID BIOS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RAID 구성의 진단 파티
션을 만드는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RAID 구성
1.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BIOS에서 RAID를 구성합니다.

a. 워크스테이션을 재부팅하고 Sun 로고 화면이 나타나면 F2 키를 눌러 BIOS Setup 
메뉴로 들어갑니다.

b. 기본 메뉴에서 Advanced 탭을 선택합니다.

c. Integrated Devices를 선택합니다.

d. NVRAID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e. NVRAID Configuration을 Enable로 변경합니다.

f. 디스크가 있는 표시된 채널에 대해 RAID를 활성화합니다.

g.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BIOS를 종료합니다.

2. NVRAID BIOS에서 RAID를 구성합니다.

a. POST 중에 F10 키를 눌러 NVRAID Setup 유틸리티로 들어갑니다.

b. 0 또는 1을 선택하여 RAID 배열을 만듭니다.

구성 도중 "Would you like to clear the disk? Select Yes or No"라는 메시지가 표
시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c. No를 선택하고 Ctrl-X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RAID 디스크에 진단 파티션 만들기
1.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를 넣고 워크스테이션을 재부팅합니다.

2. Supplemental CD 메뉴 화면에서 1을 선택하여 Pc-Check Diagnostics를 로드합니
다. 

3. 진단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Create a Diagnostic Partition을 선택한 다음 Yes를 클릭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RAID 구성의 진단 파티션이 만들어집니다. 

"Unknown Partition on Disk”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4단계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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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부트 파티션을 지웁니다.

주의 - Supplemental CD의 Erase Primary Boot Hard Disk 옵션을 선택하면 진단 
파티션을 제외하고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파티션이 지워집니다. 또한 사용자의 데이터
가 모두 손실됩니다. 이 옵션은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a. 진단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Supplemental CD를 넣은 상태에서 워크스테이션을 재
부팅합니다. 

b. 메뉴 화면에서 3을 선택하여 Erase Primary Boot Hard Disk 유틸리티를 실행합니
다. 

이 유틸리티를 실행하면 디스크의 모든 파티션이 지워집니다.

c. 위의 2단계로 돌아갑니다.

운영 체제 설치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는 Solaris 10 Operating System이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
다. 또한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서 지원되는 다른 운영 체제 중 하나를 설치할 수
도 있습니다.

주 -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최신 운영 체제(OS) 업데이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일부 OS 
설치의 경우 최신 없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운영 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Red Hat Enterprise Linux(RHEL) 4 32비트/64비트 업데이트 2

■ RHEL 3 32비트/64비트 업데이트 6

■ SUSE Linux Enterprise(SLES) 32비트/64비트 SP3 
■ Windows XP32 SP2

■ Windows XP64

이러한 운영 체제의 설치 지침은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매체 세트에 들
어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 Windows XP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RAID를 구성하려는 경우는 
RAID 드라이버를 Windows XP와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20페이지의 "Windows XP 
운영 체제 드라이버 설치" 및 15페이지의 "RAID 지원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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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는 진단 파티션이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워크스
테이션에서 진단 파티션을 제거한 경우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서비스, 진단 및 문
제 해결 설명서(819-5516)에서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로 진단 
파티션을 다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up2date 유틸리티 실행
Red Hat Enterprise Linux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는 운영 체제를 설치한 후에,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에서 비디오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에 
up2date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주 - NVIDIA 드라이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커널이 업데이트되므로 
up2date를 실행한 후에 NVIDIA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드라이버 설치 및 진단 파티션 마운트
운영 체제를 설치한 후에는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에 제공된 설
치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운영 체제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를 설치하십시오.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는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과 함께 제
공됩니다. 

또한 진단 파티션을 새로 생성한 경우는 설치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지원되는 모든 운영 
체제에 대해 진단 파티션을 마운트해야 합니다. 진단 파티션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서비스, 진단 및 문제 해결 설명서(819-5516)
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XP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워크스테이션에는 진단 파티션
을 마운트할 수 없습니다.

이 항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페이지의 "Linux 운영 체제 드라이버 설치"

■ 19페이지의 "Solaris 운영 체제 드라이버 설치"

■ 20페이지의 "Windows XP 운영 체제 드라이버 설치"

■ 23페이지의 "Windows XP용 NVIDIA 디스플레이 및 칩셋 드라이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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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운영 체제 드라이버 설치
Linux 운영 체제에서 비디오 및 칩셋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진단 파티션을 마운트하려면

1.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 수퍼유저로 로그인합니다.

2.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를 DVD 드라이브에 넣고 다음을 입
력합니다.

여기서 /mountpoint는 CD가 마운트되는 디렉토리이며 operating_system은 워크스테이
션에 설치된 Linux 운영 체제의 유형입니다(red_hat 또는 suse).

■ 이 디렉토리가 없으면 CD가 자동 마운트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3단계와 4단계
에서처럼 CD를 마운트하고 올바른 디렉토리로 변경해야 합니다.

■ operating_system 디렉토리에 액세스할 수 있으면 5단계로 이동하십시오.

3. CD가 자동 마운트되지 않은 경우 터미널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CD를 마운
트합니다.

여기서 /mountpoint는 OS 및 광 드라이브 유형에 해당하는 마운트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4. /mountpoint/drivers/linux/operating_system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mountpoint는 CD가 마운트되는 디렉토리이며 operating_system은 워크스테이
션에 설치된 Linux 운영 체제의 유형입니다(red_hat 또는 suse).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5.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설치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cd /mountpoint/drivers/linux/operating_system

# mount -o ro /dev/cdrom /mountpoint

# mount -o ro /dev/cdrom /mnt/dvdrom

# cd /mnt/dvdrom/drivers/linux/red_hat

#./instal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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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서버가 실행 중이면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 스크립트가 중단되고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6단계로 이동하십시오.

■ 스크립트가 올바르게 실행되면 7단계로 이동하십시오.

6. 스크립트가 중단되고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X 서버를 비활성
화합니다.

a. 시스템 프롬프트에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b. 수퍼유저로 로그인합니다.

c. 4단계와 5단계를 반복합니다. 

7.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면 CD를 꺼냅니다.

8. 워크스테이션을 재부팅합니다.

9. SLI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25페이지의 "SLI 지원 구성"의 지침을 따릅니다.

Solaris 운영 체제 드라이버 설치
Solaris 10 Operating System을 실행하는 경우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진단 파티션을 마
운트하려면(Solaris 운영 체제가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 수퍼유저로 로그인합니다.

2.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를 DV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Solaris 10 Operating System에서 CD를 자동으로 마운트합니다.

3.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cdrom/cdrom0/drivers/sx86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4.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설치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이제 비디오 드라이버가 설치되고 진단 파티션이 마운트됩니다.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5. CD를 꺼냅니다.

% init 3 

# cd /cdrom/cdrom0/drivers/sx86

#./instal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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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7.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 정보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서버의 네트워크 연결 정보를 
입력합니다.

Windows XP 운영 체제 드라이버 설치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에는 Windows XP용 NVRAID, 
NVIDIA 디스플레이 및 NVIDIA 칩셋 드라이버가 들어 있습니다. NVRAID 드라이버
를 설치할 경우 XpReburn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드라이버가 들어 있는 새 
Windows XP CD를 생성하거나, Windows XP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전에 부팅 디스켓
을 만들어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Windows XP 드라이버의 설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스테이션의 RAID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운
영 체제를 설치하기 전에 NVRAID 드라이버를 설치하십시오.

■ 20페이지의 "XPReburn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RAID 드라이버 설치".

■ 22페이지의 "부팅 디스켓으로 RAID 드라이버 설치"

2. 운영 체제를 설치합니다.

3. Supplemental CD를 사용하여 23페이지의 "Windows XP용 NVIDIA 디스플레이 
및 칩셋 드라이버 설치"의 설명에 따라 디스플레이와 칩셋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4. 필요한 경우 24페이지의 "Atmel TPM 및 RealTek 오디오 드라이버 설치"의 설명에 
따라 Atmel TPM 및 RealTek 오디오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5. 필요한 경우 SLI 지원을 활성화합니다(25페이지의 "SLI 지원 구성" 참조). 

주 - Supplemental CD는 Windows XP 소프트웨어에 대한 진단 파티션을 마운트하
지 않습니다.

XPReburn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RAID 드라이버 설치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에는 필요한 RAID 드라이버가 포함된 새 
Windows XP CD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스크립트가 들어 있습니다. 새 CD를 만들면 
CD를 부팅하여 Windows XP를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새 CD는 드라이버
를 자동으로 설치하므로 USB 디스켓 드라이브를 사용하거나 NVRAID 드라이버를 설
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XpReburn 스크립트에 대한 자세한 최신 정보는 Supplemental CD의 
/drivers/utilities/XpReburn에 들어 있는 스크립트 상단의 설명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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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구성을 사용하여 Windows XP를 설치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x86 시스템용 Solaris 운영 체제, Red Hat Enterprise Linux 3/4 또는 SUSE Linux 
Enterprise Server(SLES 9)를 실행하는 시스템

■ CD 버너

■ 빈 CD-R 또는 CD-RW 

■ Windows XP Professional 설치 CD(소매용 매체만—OEM 버전은 제외)
■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드라이버가 포함된 Windows XP CD를 만들려면

1. Solaris x86, Solaris OS(SPARC Platform Edition) 또는 Red Hat Enterprise 
Linux 3/4 또는 SLES 9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시스템에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를 넣습니다.

2. 수퍼유저로 로그인하여 공간이 1.2Gb 이상인 임시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3. 이 디렉토리로 XpReburn_version.zip 파일을 복사합니다.

여기서 version은 XpReburn의 현재 버전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4. Supplemental CD를 꺼내고 소매용 Windows XP 32 Professional CD를 넣습니다.

5. XpReburn_version.zip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6. XpReburn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스크립트에 현재 디렉토리에 있어야 할 드라이버 파일이 표시됩니다. 이 디렉토리에서 
4개의 드라이버를 모두 다운로드하면 스크립트에서 새 ISO 이미지를 만든 다음 이 ISO 
이미지를 CD에 자동으로 굽습니다(시스템에 CD 버너가 있는 경우).

# mkdir /files

# cp /drivers/utilities/XpReburn_1.0.zip /files

# unzip -q XpReburn_1.0.zip

#./files/XpRe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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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D를 만들었으면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 Windows XP Professional 소프트
웨어를 설치합니다.

8. OS 설치가 완료되면 23페이지의 "Windows XP용 NVIDIA 디스플레이 및 칩셋 드라
이버 설치"의 설명에 따라 NVDIA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부팅 디스켓으로 RAID 드라이버 설치
이 항목에서는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를 사용하여 NVIDIA 
RAID 드라이버용 부팅 디스켓을 만드는 방법과 워크스테이션에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팅 디스켓으로 NVIDIA RAID 드라이버를 설치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CD 및 디스켓 드라이브가 있고 Microsoft Windows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시스
템

■ 빈 디스켓
■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

■ USB 플로피 드라이브

■ Windows XP Professional 설치 CD(소매용 매체만—OEM 버전은 제외)

이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페이지의 "NVIDIA RAID 드라이버용 부팅 디스켓 만들기"

■ 23페이지의 "Windows XP 및 NVIDIA RAID 드라이버 설치"

NVIDIA RAID 드라이버용 부팅 디스켓 만들기

1. Microsoft Windows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시스템에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를 넣습니다.

2. 다음을 입력하여 Supplemental CD의 해당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OS는 XP32 또는 XP64입니다.

3. 빈 디스켓을 워크스테이션에 넣습니다.

4.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선택하여 디스켓 드라이브(a:)로 복사합니다.

C:\> cd/D D:\drivers\windows\OS\chip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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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XP 및 NVIDIA RAID 드라이버 설치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 NVIDIA RAID 드라이버와 함께 Windows XP를 설치하
려면

1. 시스템 BIOS 및 NVIDIA BIOS에 RAID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5페이지
의 "RAID 지원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2. USB 디스켓 드라이브를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합니다.

3. Windows XP 32비트 또는 64비트 설치 CD를 DV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4. F6 키를 눌러 타사의 RAID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5. S 키와 Enter 키를 눌러 추가 드라이버를 지정하고 22페이지의 "NVIDIA RAID 드라
이버용 부팅 디스켓 만들기"에서 만든 디스켓을 넣습니다.

6. NVIDIA NForce Storage Controller를 선택합니다.

7. S 키와 Enter 키를 사용하여 추가 드라이버를 지정합니다.

8. NVIDIA RAID CLASS DRIVER를 선택합니다.

9. Enter 키를 눌러 Windows XP를 계속 설치합니다.

10. OS 설치가 완료되면 23페이지의 "Windows XP용 NVIDIA 디스플레이 및 칩셋 드라
이버 설치"의 설명에 따라 NVDIA 디스플레이 및 칩셋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Windows XP용 NVIDIA 디스플레이 및 칩셋 드라이버 설치

주 - XpReburn 옵션을 사용하여 NVRAID 드라이버가 포함된 Windows XP CD를 
만든 경우 칩셋 드라이버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만 설치하면 됩니
다.

Windows XP를 설치한 후에 NVIDIA 디스플레이 및 칩셋 드라이버를 설치하려면 다
음을 수행하십시오.

1.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를 DV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2. 필요한 경우 칩셋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a.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Supplemental CD의 해당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OS는 XP32 또는 XP64입니다.

C:\> cd/D D:\drivers\windows\OS\chip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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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c. 설치 소프트웨어의 지침을 따릅니다.

3.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a.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Supplemental CD의 해당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OS는 XP32 또는 XP64입니다.

b. 실행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c. 설치 소프트웨어의 지침을 따릅니다.

4. 워크스테이션에서 CD를 꺼냅니다.

5. 워크스테이션을 재부팅합니다.

Atmel TPM 및 RealTek 오디오 드라이버 설치
TPM(Trusted Platform Computing) 1.2 및 RealTek 디지털 오디오(SPDIF)가 필요한 
경우 Supplemental CD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해당 드
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 - Atmel TPM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장치 관리자에 노란색 물음표
가 표시됩니다.

Atmel 드라이버 설치

1. DVD 드라이브에 Supplemental CD를 넣습니다.

2. 다음을 입력하여 Supplemental CD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OS는 XP32 또는 XP64입니다.

3. Atmel_TPM_Driver_X.X.X.XX.msi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고 마법사의 지침에 따
라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C:\> cd/D D:\drivers\windows\OS\video

C:\> cd/D D:\drivers\windows\OS\optional\at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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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ek 오디오 드라이버 설치

1. 현재 설치된 NVIDIA 사운드 드라이버를 제거합니다(설치된 경우).

이들 드라이버는 NVIDIA 칩셋 팩 설치의 일부로 설치됩니다.

2. DVD 드라이브에 Supplemental CD를 넣습니다.

3. 다음을 입력하여 Supplemental CD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OS는 XP32 또는 XP64입니다.

4. 파일의 압축을 풀고 실행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5. 마법사의 지침에 따라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SLI 지원 구성
SLI 및 지원되는 최신 드라이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lizone.com을 참조하십
시오.

NVIDIA SLI(Scalable Link Interface)는 단일 시스템에 다중 NVIDIA GPU를 사용하
여 그래픽 성능과 화질을 지능적으로 통합 및 확장하는 고성능 기술입니다. SLI 기술은 
두 GPU의 지오메트리(geometry)와 표시율(fill rate) 성능을 모두 확장시킬 수 있습니
다.

SLI 기능을 사용하려면 2개의 동일한 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Sun Ultra 40 워
크스테이션 SLI 기능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FX1400

■ FX3450

■ FX4500

위의 카드가 이미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되어 있으면 SLI 커넥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
다. 카드를 1개 또는 2개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서비
스, 진단 및 문제 해결 설명서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C:\> cd/D D:\drivers\windows\OS\optional\audio\real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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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XP에서 SLI 사용
1. NVIDIA 그래픽 드라이버를 이전에 설치하지 않았으면 Supplemental CD에서 해당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20페이지의 "Windows XP 운영 체제 드라이버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2. 바탕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거나 작업 표시줄에 있는 NVIDIA 설정 아
이콘을 클릭한 다음, nvidia display -> GDM-5510을 선택합니다.

3. SLI-Multi GPU 확인란을 선택하여 SLI multi-GPU를 활성화합니다.

SLI가 활성화되었고 시스템을 다시 부팅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워크스테이션을 재부팅합니다.

Linux에서 SLI 사용
Linux 운영 체제에서 SLI를 사용하려면

1. 워크스테이션에 루트(수퍼유저)로 로그인합니다.

2. Linux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18페이지의 "Linux 운영 체제 드라이버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3.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명령은 X 구성 파일을 자동으로 수정합니다.

4. 워크스테이션을 재부팅합니다.

다른 동작 모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두 위치에서 readme를 참조하십시오.

■ 디스플레이 드라이브를 설치한 후 하드 드라이브

/usr/share/doc/NVIDIA_GLX-1.0/readme.txt 또는 
■ Supplemental CD: /drivers/linux/OS/display/readme.txt

여기서 OS는 red_hat 또는 suse입니다.

# nvidia-xconfig --s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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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N1 Grid Engine 다운로드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는 Sun N1 Grid Engine에 대한 라이센스가 부여된 RTU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라이센스 없이도 지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RTU는 함께 제공된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RTU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다른 하드웨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N1 Grid Engine의 첨단 기능을 통해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되지 
않는 컴퓨팅 주기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N1 Grid 
Engine과 함께 수천 대의 워크스테이션을 통합하는 기능을 통해 기업에서는 컴퓨팅 리
소스 활용도를 크게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 IT 자
산을 확장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Sun N1 Grid Engine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
오.
http://www.sun.com/gridware

Get the Software 버튼을 클릭하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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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설정

모든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는 Solaris 10 Operating System과 추가 개발 소프
트웨어가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는 운영 체제를 구성하고 시스템에 설치된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9페이지의 "Solaris 10 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구성"

■ 33페이지의 "사전 설치된 개발 소프트웨어 설정"

■ 35페이지의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복원 및 백업"

Solaris 10 Operating System 소프트웨
어 구성
이 항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페이지의 "라이센싱 정보"

■ 30페이지의 "디스크 구성"

■ 30페이지의 "Solaris 설치 계획"

■ 31페이지의 "사전 설치된 Solaris 10 Operating System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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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정보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된 Solaris 10 Operating System 버전에는 라이센스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버전의 Solaris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 소프트웨어 
버전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Sun Ultra 40 워크스테이
션을 사용하려면 Solaris 10 HW 1/06 운영 체제 또는 이와 호환되는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s.sun.com/software/solaris/licensing/index.html

디스크 구성
사전 설치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드 드라이브 root 파티션—14.0Gb 
■ 하드 드라이브 swap 파티션—2.0Gb
■ 하드 드라이브 var 파티션—6.0Gb
■ 하드 드라이브 export 파티션 - 디스크의 나머지 용량

Solaris 설치 계획

그림 2-2 Solaris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세스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

작동 준비 완료 !

시작

예

9페이지의 "워크스테이션 전원 켜기 "를 참조하
십시오 .

자세한 지침은 2장 및 해당 운영 체제의 매체
키트에 들어 있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29페이지의 "Solaris 10 Operating System 소프
트웨어 구성 " 및 33페이지의 "사전 설치된 개발
소프트웨어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

아니오 다른 매체로 
다른 버전을 
설치합니다 .

사전 설치된
버전의 소프
트웨어를 사
용하시겠습
니까 ?

Solaris 10 Operating System
 및 소프트웨어를 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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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된 Solaris 10 Operating System 구성
사전 설치된 Solaris 10 Operating System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워크스테이션의 전원을 켭니다.

9페이지의 "워크스테이션 전원 켜기"를 참조하십시오.

2. 화면의 지침에 따라 설치 프롬프트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 2-1의 복사본을 사용하여 Solaris 10 Operating System을 설치하기 전에 수집해야 
하는 정보를 기록해 두십시오. 

표에 정보를 보다 손쉽게 기록하려면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 관리자(SA)로부터 사이트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일부 정보를 얻을 수 있
는지 SA에게 문의하십시오.

3. 구성이 완료되면 워크스테이션을 재부팅합니다.

워크스테이션에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고 워
크스테이션을 사용합니다.

주 - 사전 설치된 개발 소프트웨어 아이콘에 액세스하려면 로그인하기 전에 JDS(Java 
Desktop System) 데스크탑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3페이지의 "사전 설치된 개발 소프트웨어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4.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신 정보는 Solaris 10 Operating System Release 
Notes를 참조하십시오.

Solaris 10 Operating System Release Notes 문서는 다음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ocs.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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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사전 설치된 Solaris 10 구성 정보 

설정 창 설명 및 참고 사항 사용자 정보

언어 및 로케일 선
택

워크스테이션에 사용할 기본 언어 및 로케일

호스트 이름 워크스테이션에 지정할 이름

네트워크 연결

(IP 주소)

네트워크 또는 독립 실행형 워크스테이션 프로토콜. 이 부분
은 시스템 관리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주: 사용자의 답변 및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워
크스테이션의 IP 주소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
다.

보안 설정 보안 설정 및 프로토콜

네임 서비스 사용할 네임 서비스: NIS+, NIS, DNS, LDAP 또는 없음

주: 워크스테이션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창
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도메인 이름 이 워크스테이션의 NIS 또는 NIS+ 도메인

주: 워크스테이션에서 NIS 또는 NIS+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
으면 이 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네임 서버/
서브넷/
서브넷 마스크

네임 서버(서버를 지정하거나 워크스테이션이 로컬 서브넷
에서 서버를 찾도록 함).

주: 워크스테이션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창
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 사용자의 답변 및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다
음을 묻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워크스테이션의 서브넷
• 워크스테이션의 서브넷 마스크

시간대 로컬 시간대(지역, GMT 오프셋 또는 시간대 파일로 선택)

날짜 및 시간 현재 날짜 및 시간(기본값을 사용하거나 현재 날짜 및 시간을 
입력)

루트 암호 워크스테이션의 루트(수퍼유저)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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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된 개발 소프트웨어 설정
사전 설치된 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실행하려면 JDS 데스크탑에서 해당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 사전 설치 또는 사전 로드되는 개발 소
프트웨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 33페이지의 "Sun Studio 11 소프트웨어"

■ 34페이지의 "Sun Java Studio Creator 2004Q2 Update 8 소프트웨어"

■ 34페이지의 "Sun Java Studio Enterprise 8 소프트웨어"

■ 34페이지의 "Net Beans IDE 4.1"

Sun Studio 11 소프트웨어
Sun Studio 11 소프트웨어는 C, C++ 및 Fortran을 사용하여 Solaris 운영 체제를 위한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고성능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생산적이고 포괄
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에는 컴파일러, 성능 분석 도구, 강력한 디
버거를 비롯하여 통합 개발 환경(IDE)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un Studio 11 IDE에서는 C, C++ 또는 Fortran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 편집, 빌드, 디
버그하고 이들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모듈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는 JNI(Java Native Interface) 개발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기본 Java™ 
언어 지원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un Studio 11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IDE, 컴파일러, 도구 및 핵심 플랫폼이 포함된 Sun Studio 구성 요소

■ 코어 플랫폼의 실행과 관련된 Standard Edition(J2SE) 기술인 Java 2 Platform

Sun Studio 11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elease Notes for Solaris Platform은 다음 개발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evelopers.sun.com/prodtech/cc/documentation/ss11/index
.html 

릴리스 노트의 정보는 모든 readme 파일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확장합니다.

■ Sun Studio 설명서는 다음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ocs.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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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Java Studio Creator 2004Q2 Update 8 소프
트웨어

Sun Java Studio Creator 개발 환경은 차세대 Java 응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입니다. 이 
제품에는 완전한 Java 표준의 성능과 단순화된 시각적 개발 기법이 통합되어 있어 개발
자는 Java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가장 효과적이면서 생산적으로 빌드할 수 있습니
다.

Java Studio Creator 환경은 업무에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는 숙련된 개발자들의 요구를 해결하도록 설계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Java Studio Creator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이미 익숙한 생산성이 뛰어난 시각적 스타일
을 사용하여 Java 플랫폼의 성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un Java Studio Creato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위치에서 제품 설명서를 다운로드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evelopers.sun.com/prodtech/javatools/jscreator/reference
/docs/index.jsp

Sun Java Studio Enterprise 8 소프트웨어
Sun Java Studio Enterprise 소프트웨어는 Sun Java Enterprise System의 모든 기능을 
완전하게 통합하도록 설계된 완벽하고 경제적인 통합형 도구, 지원 및 서비스 플랫폼입
니다. Sun Java Studio Enterprise를 사용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Java Enterprise 
System에 배포할 정교한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의 제작을 단순화도록 설계된 환경에
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Sun Java Studio Enterprise 8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위치에서 제품 설명서를 다운
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ocs.sun.com

Net Beans IDE 4.1
Net Beans IDE 4.1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netbeans.org/kb/4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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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복원 및 백업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복원

추가 정보 - 모든 Solaris 10 및 JDS(Java Desktop System) 구성 요소는 Solaris 10 
Operating System을 다운로드하거나 Solaris 10 매체 키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Solaris 10 및 JDS 구성 요소를 다운로드하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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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스테이션에는 Solaris 10 Operating System 및 기타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미
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 드라이브에는 
Solaris 10 Operating System 및 기타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
다.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전체 운영 체제를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운영 체제 백업과 관련된 지침은 Solaris 10 System Administration Collection에 나와 있습
니다. Solaris 10 System Administration Collec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
시오.

http:/docs.sun.com/

또한 해당 버전의 Solaris 매체 키트에 포함된 CD-ROM에서 하드 디스크 이미지(HDI)
에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Solaris 매체 키트에는 워크스
테이션에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소프트
웨어를 다시 설치하려면 이 문서에 제공된 웹 사이트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시 다운
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Mozilla™와 같은 특정 소프트웨어 제품 업체는 해당 웹 사이
트에 다른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 설치된 Solaris 소프트웨어 복원

주 -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는 Solaris 10 Operating System HW 1/06 또는 이
후에 출시된 호환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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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스테이션에 맞는 Solaris 매체 키트를 구하십시오. 

Solaris 매체 키트를 워크스테이션과 함께 주문했으면 이미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
니다. 하지만 시스템과 함께 키를 주문하지 않았으면 가까운 Sun 영업 담당자에게 문
의하여 해당 언어 및 Solaris 버전에 맞는 Solaris 매체 키트를 주문하십시오. 자세한 내
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sun.com/software/

2. 키트와 함께 제공되는 Start Here 문서의 설치 지침을 따릅니다. 

Solaris 운영 체제와 함께 필요한 수의 추가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
다.

다음 웹 사이트에서 추가 패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패치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
습니다.
http://sunsolve.sun.com/

다른 소프트웨어 다시 설치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
하십시오.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서에 나와 있는 웹 사이
트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설치된 이미지를 다른 하드 드라이브에 백업
하드 드라이브 백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laris 10 System Administration Guide를 참
조하십시오. 이 안내서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docs.sun.com/

하드 드라이브 미러링
Solaris 10 운영 환경을 사용하여 하드 드라이브 미러링을 수행하려면 Solaris Volume 
Manager를 사용합니다. 

Solaris Volume Manag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Solaris Volume 
Manager Administr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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