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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 사용

이 웹 인터페이스 절차 안내서에서는 Oracle ILOM 3.0을 지원하는 Oracle의 Sun 랙 마운
트 서버, 서버 모듈 및 CMM에 공통적인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ILOM) 
일상적인 관리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안내서에 제공된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서와 함께 Oracle ILOM 3.0 안내
서 라이브러리의 다른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설명서는 기술 지원 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허가된 서비스 공급자 및 시스템 하드웨어를 관리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x페이지의 "설명서 및 피드백"

■ xi페이지의 "제품 다운로드"

■ xii페이지의 "Oracle ILOM 3.0 버전 번호"

■ xii페이지의 "설명서, 지원 및 교육"
ix



설명서 및 피드백
다음 위치에서 Oracle ILOM 3.0 설명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19860-01&id=
homepage) 

다음 사이트에서 이 설명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surveys.com/se.ashx?s=25113745587BE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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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상적인 관리 - 개념 안내서

PDF

일상적인 관리웹 절차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ILOM) 
3.0 일상적인 관리 - 웹 절차 안내서

PDF

일상적인 관리CLI 절차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ILOM) 
3.0 일상적인 관리 - CLI 절차 안내서

PDF

프로토콜 관리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ILOM) 
3.0 프로토콜 관리 - SNMP, IPMI, CIM, WS-
MAN 설명서

PDF

CMM 관리 Sun Blade 6000 및 6048 모듈식 시스템용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ILOM) CMM 관
리 설명서

PDF

유지 보수 및 진단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ILOM) 
3.0 유지 보수 및 진단 - CLI 및 웹 안내서

PDF

최신 정보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ILOM) 
3.0 기능 업데이트 및 릴리스 노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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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다운로드
Oracle ILOM 3.0 펌웨어 업데이트는 각 Sun 서버 또는 Sun 블레이드 섀시 시스템의 
MOS(My Oracle Support)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MOS 웹 사이트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제품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다운로드
1. (http://support.oracle.com)으로 이동합니다.

2. My Oracle Support(내 Oracle 지원)에 로그인합니다.

3. 페이지 상단에서 Patches and Updates(패치 및 업데이트) 탭을 클릭합니다.

4. Patches Search(패치 검색) 상자에서 Product or Family(Advanced Search)(제품 또
는 제품군(고급 검색))을 선택합니다.

5. Product? Is(제품) 필드에서 예를 들어 Sun Fire X4470과 같이 제품의 전체 이름이나 
부분 이름을 입력합니다. 일치하는 항목 목록이 나타나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6. Release? Is(릴리스) 풀다운 목록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7. 나타나는 창에서 제품 폴더 아이콘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여 선택 사항을 표
시한 후 원하는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8. Patches Search(패치 검색) 상자에서 Search(검색)를 클릭합니다.

제품 다운로드 목록(패치로 나열됨)이 나타납니다.

9. 원하는 패치 이름을 선택합니다(예: Sun Fire X4470 SW 1.1 릴리스의 ILOM 및 
BIOS 부분의 경우 Patch 10266805).

10. 나타나는 오른쪽 창에서 Download(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이 설명서 사용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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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ILOM 3.0 버전 번호
Oracle ILOM 3.0은 서버 또는 CMM에서 실행 중인 펌웨어 버전을 식별하는 데 유용한 펌
웨어 버전 번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 번호 체계는 5개 필드의 문자열(예: a.b.c.d.e)
로 구성됩니다. 각 필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 Oracle ILOM의 주버전을 나타냅니다.

■ b - Oracle ILOM의 소버전을 나타냅니다.

■ c - Oracle ILOM의 업데이트 버전을 나타냅니다.

■ d - Oracle ILOM의 마이크로 버전을 나타냅니다. 마이크로 버전은 플랫폼 또는 플랫
폼 그룹별로 관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플랫폼 제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e - Oracle ILOM의 나노 버전을 나타냅니다. 나노 버전은 마이크로 버전이 반복되면
서 증가하는 버전입니다.

예를 들어 Oracle ILOM 3.1.2.1.a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Oracle ILOM의 주버전 - Oracle ILOM 3

■ Oracle ILOM 3의 소버전 - Oracle ILOM 3.1

■ Oracle ILOM 3.1의 두 번째 업데이트 버전 - Oracle ILOM 3.1.2

■ Oracle ILOM 3.1.2의 마이크로 버전 - Oracle ILOM 3.1.2.1

■ Oracle ILOM 3.1.2.1.a - Oracle ILOM 3.1.2.1의 나노 버전

참고 – Sun 서버 또는 CMM에 설치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려면 웹 인터
페이스에서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 Versions(버전)를 클릭하거나 명령줄 
인터페이스에서 version을 입력합니다.

설명서, 지원 및 교육
다음 웹 사이트에서 추가 자원을 제공합니다.

■ 설명서 (http://www.oracle.com/technetwork/indexes/
documentation/index.html)

■ 지원 (https://support.oracle.com)

■ 교육 (https://education.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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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인터페이스 개요

관련 정보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Oracle ILOM 개요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CLI 개요

■ Oracle ILOM 3.0 프로토콜 관리 참조, SNMP 개요

■ Oracle ILOM 3.0 프로토콜 관리 참조, IPMI 개요

■ Oracle ILOM 3.0 유지 보수 및 진단, 유지 보수 및 진단 개요

■ Oracle ILOM 3.0 기능 업데이트 및 릴리스 노트, 새롭거나 업데이트된 기능

설명 링크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 사용에 대
한 요구 사항 확인

• 2페이지의 "웹 인터페이스 정보"
• 2페이지의 "브라우저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Oracle ILOM 서버 SP 및 CMM 웹 인터
페이스 구성 요소 비교

• 4페이지의 "CMM 및 서버 SP 웹 인터페이스 연결"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 탭과 각 탭
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자세
한 정보

• 9페이지의 "웹 인터페이스 탐색 탭"
1



웹 인터페이스 정보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는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으며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로컬 및 원격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Oracle ILOM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서버의 그래픽 콘
솔을 로컬 워크스테이션 또는 랩톱 시스템으로 리디렉션하는 기능입니다. 호스트 콘솔
을 리디렉션할 때 로컬 시스템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서버의 키보드와 마우스 역할을 하
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시스템의 디스켓 드라이브 또는 CD-ROM 드라이브
를 실제로 사용자의 Oracle Sun 시스템에 연결된 것처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ILOM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러한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 및 허용되는 네트워크 주소 목
록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2페이지의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

■ 3페이지의 "Oracle ILOM에서 허용되는 네트워크 주소"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
이 웹 인터페이스는 최근에 릴리스된 Mozilla, Firefox 및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
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거쳤으며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호환될 수 있습니다.
2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ILOM) 3.0 일상적인 관리 - 웹 절차 안내서 • 2011년 7월



Oracle ILOM은 다음 표에 나열된 브라우저를 지원합니다.

주 – Oracle ILOM은 Sun 시스템에 사전 설치된 상태로 제공되며 원격 콘솔 응용 프로
그램을 포함합니다. Oracle ILOM 원격 콘솔을 실행하려면 Java 1.5 Runtime 
Environment(JRE 1.5) 이상 버전의 JRE 소프트웨어가 로컬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
어야 합니다. JRE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http://java.com으로 이동합니다. 
Oracle ILOM 원격 콘솔에서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 및 운영 체제 목록은 Oracle ILOM 
3.0 원격 리디렉션 콘솔 CLI 및 웹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ILOM에서 허용되는 네트워크 주소
Oracle ILOM 3.0.12 이상부터 다음 네트워크 주소가 Oracle ILOM 인터페이스에서 허
용됩니다.

주 – IPv6 주소 또는 링크 로컬 IPv6 주소를 입력할 때는 주소를 대괄호로 묶어야 올바
르게 작동합니다.

■ IPv4 주소. 10.8.183.106

■ IPv6 주소. [fec0:a:8:b7:214:4fff:5eca:5f7e/64]

■ 링크-로컬 IPv6 주소. [e80::214:4fff:feca:5f7e/64]

■ DNS 호스트 도메인 주소. company.com

표: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Oracle Solaris(9 및 10) • Mozilla 1.4 및 1.7
• Firefox 1.x 이상

Linux(Red Hat, SuSE, Ubuntu, Oracle) • Mozilla 1.x 이상
• Firefox 1.x 이상
• Opera 6.x 이상

Microsoft Windows(98, 2000, XP, Vista) • Internet Explorer 5.5, 6.x 및 7.x
• Mozilla 1.x 이상
• Firefox 1.x 이상
• Opera 6.x 이상

Macintosh(OSX v10.1 이상) • Internet Explorer 5.2

• Mozilla 1.x 이상
• Firefox 1.x 이상
• Safari - 모두
웹 인터페이스 개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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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주소 입력 예제
웹 브라우저의 URL에 IPv6 주소를 지정하거나, 파일을 전송할 때는 IPv6 주소를 대괄호
로 묶어야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SSH 연결을 사용하여 Oracle ILOM에 로그인하기 위
해서 IPv6 주소를 지정할 경우 Pv6 주소를 대괄호로 묶으면 안 됩니다.

예:

■ 웹 브라우저에서 URL을 입력할 경우 다음을 입력합니다.

https://[ipv6address]

■ SSH 및 기본 Oracle ILOM root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Oracle ILOM CLI 세션을 
설정할 경우 다음을 입력합니다. 

ssh root@ipv6address

SSH 연결을 사용하여 Oracle ILOM에 로그인하기 위해 IPv6 주소를 지정할 경우 
Pv6 주소를 대괄호로 묶으면 안 됩니다.

■ CLI load -source 명령과 tftp를 사용하여 파일을 전송할 경우 다음을 입력합니다.

load -source tftp://[ipv6address]filename.extension

IPv6 주소 입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 개념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IPv4 및 IPv6 연결 문제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말을 보려면 
143페이지의 "IPv4 또는 IPv6 Oracle ILOM 연결 문제 진단"을 참조하십시오.

CMM 및 서버 SP 웹 인터페이스 연결
이 절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페이지의 "Oracle ILOM 시작 페이지"

■ 5페이지의 "서버 SP 웹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

■ 7페이지의 "CMM 웹 인터페이스"

Oracle ILOM 시작 페이지
CMM 또는 서버 SP의 Oracle ILOM에 대한 웹 인터페이스 연결을 설정하려면 웹 브라
우저에 CMM 또는 서버 SP의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라는 
시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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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SP 웹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
서버 SP의 주 Oracle ILOM 웹 페이지에는 다음 예에 표시된 것과 같이 페이지 위쪽에 
나타나는 탭에서 해당 서버에 대해 보거나 구성할 수 있는 설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CMM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7페이지의 "CMM 웹 인터페이스"를 
참조하십시오.

주 –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 탐색 탭은 특정 플랫폼에 구현된 Oracle ILOM 기능 
및 현재 시스템에 설치된 Oracle ILOM 버전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따라서 이 절에 설명
된 것과 다른 탭에 액세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Oracle ILOM 인터페이스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추가 안내서 또는 플랫폼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웹 인터페이스 개요 5



그림: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의 주 페이지

각 웹 인터페이스 페이지에는 마스트헤드, 탐색 탭 및 컨텐츠 영역의 세 가지 주 섹션이 
있습니다.

마스트헤드에서는 웹 인터페이스의 각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버튼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 About(정보) 버튼 - 제품 및 저작권 정보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 User field(사용자 필드) - 웹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이름 및 현재 사용자와 사용자 역
할을 표시합니다.

■ Server(서버) 필드 - Oracle ILOM SP 또는 CMM의 호스트 이름을 표시합니다.

■ Refresh(새로 고침) 버튼 - 페이지의 컨텐츠 영역에서 정보를 새로 고치려면 클릭합
니다. Refresh(새로 고침) 버튼은 사용자가 페이지에서 입력하거나 선택한 새 데이터
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 Log Out(로그아웃) 버튼 - 웹 인터페이스의 현재 세션을 종료하려면 클릭합니다.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 탐색 구조에는 특정 페이지를 열 때 클릭할 수 있는 첫 번
째 탭 및 두 번째 수준 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수준의 탭을 클릭하면 
추가 옵션을 제공하는 두 번째 수준의 탭이 하나 이상 표시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영역
에서는 특정 기능 또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6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ILOM) 3.0 일상적인 관리 - 웹 절차 안내서 • 2011년 7월



CMM 웹 인터페이스
CMM의 Oracle ILOM 웹 페이지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섀시에서 존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성 요소에만 해당하는 표시 항목을 나열하는 화
면 왼쪽의 Navigation 창.

■ 탐색 창에서 Chassis 항목을 선택하면 화면 오른쪽에 Chassis View(섀시 보기) 및 
Chassis Inventory(섀시 재고)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Chassis View(섀시 보기)는 섀
시의 전면 및 후면 보기를 표시합니다. Chassis Inventory(섀시 재고) 테이블에는 섀
시에 존재하는 관리할 수 있는 섀시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탐색 창에서 CMM 항목을 선택하면 화면 오른쪽에 CMM management 
settings(CMM 관리 설정)가 나타납니다. CMM과 관련하여 보거나 구성할 수 있는 
설정은 다음 예에 표시된 것과 같이 페이지 위쪽에 나타나는 8개 탭으로 구성됩니다.
웹 인터페이스 개요 7



주 – Oracle ILOM 3.0.10부터 사용할 수 있는 CMM Zoning Management(CMM 영역 
분할 관리)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Blade 6000 및 Sun Blade 6048 모듈식 시스
템용 Oracle ILOM 3.0 CMM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탐색 창에서 블레이드 항목을 선택하면 화면 오른쪽에 Blade management settings
(블레이드 관리 설정)가 나타납니다. 여러 개의 SP(서비스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블
레이드를 관리 중인 경우 다음 예에 표시된 것처럼 각 전용 SP에 대한 Node(노드) 항
목이 탐색 창에 나타납니다.

개별 블레이드 SP에 대해 보거나 구성할 수 있는 설정은 위의 예에 표시된 것처럼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 페이지의 오른쪽에 표시되는 7개 탭으로 구성됩니다.

이 절에 설명된 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의 "웹 인터페이스 탐색 탭"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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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인터페이스 탐색 탭
이 절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9페이지의 "탐색 탭 설명"

■ 14페이지의 "이동 링크"

탐색 탭 설명
다음 표에서는 Oracle ILOM 기능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 탭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 –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 탐색 탭은 특정 서버 플랫폼에 구현된 Oracle ILOM 
기능 및 현재 서버 또는 CMM템에 설치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에 따라 약간 다릅
니다. 따라서 다음 표에 설명된 것과 다른 탭에 액세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Oracle ILOM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추가 안내서 또는 플랫폼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 수준 탭 두 번째 및 세 번째 수준 탭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적용 대상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Overview(개요) 제품 이름, 부품 또는 일련 번호, 호스트 전원 상태, 
시스템 상태, BIOS 버전, SP 호스트 이름, 시스템 
가동 시간, IP 주소 및 실행 중인 Oracle ILOM 버
전을 표시합니다.
• Host Power(호스트 전원) 상태는 시스템 전원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System Status(시스템 상태) 상태는 오류가 발
생한 하드웨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SysFW Information(SysFW 정보)(SPARC만 해
당)은 서버에 포함된 시스템 펌웨어 버전을 나
타냅니다.

서버 SP
CMM

Components(구성 요소) Oracle ILOM에서 모니터링 중인 구성 요소의 이
름, 유형 및 상태를 표시합니다.

서버 SP
CMM

Fault Management(고장 관리) 고장난 상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서버 SP
CMM

Identification Information(ID 
정보)

호스트 이름 또는 시스템 식별자를 할당하여 서비
스 프로세서 식별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합니다.

서버 SP
CMM
웹 인터페이스 개요 9



Banner Messages(배너 메시지) 사용자 로그인 전에 나타나는 메시지와 로그인 후 
나타나는 로그인 메시지를 보고 구성합니다.

서버 SP
CMM

Session Timeout(세션 제한 시간) 세션 제한 시간을 보거나 세션 제한 시간 매개 변
수를 변경합니다.

서버 SP
CMM

Versions(버전) SP 파일 시스템 버전, SP 펌웨어 버전, SP 펌웨어 
빌드 번호 및 SP 펌웨어 날짜를 표시합니다.

서버 SP
CMM

System Monitoring(시스템 모니터링)

Sensor Readings(센서 표시값) 센서의 이름, 유형 및 표시값을 표시합니다. 서버 SP
CMM

Indicators(표시기) 표시기 및 LED의 이름 및 상태를 표시합니다. 서버 SP
CMM

Event Logs(이벤트 로그) 각 특정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ID, 클래스, 유형, 
심각도, 날짜 및 시간, 이벤트에 대한 설명 등의 
자세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서버 SP
CMM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Consumption(소비) 실제 전력 및 허용 전력에 대한 전력 소비 메트릭
을 보고 전력 소비 임계값을 설정하여 전자 메일 
경고 또는 SNMP 알림을 생성합니다.

서버 SP
CMM

Allocation(할당) 용량 계획의 시스템 전원 요구 사항을 표시합니다.
ILOM 3.0.10 이전에 이 탭의 이름은 Distribution
(분배)이었습니다.

서버 SP
CMM

Limit(한도) 서버 전력 한도를 보거나 구성합니다.
ILOM 3.0.8 이전에 이 탭의 이름은 Budget(할당)
이었습니다.

서버 SP 

Settings(설정) SPARC 서버의 전력 소비에 대한 정책 옵션을 구
성합니다.

SPARC 

Redundancy(중복성) CMM 전원 공급 장치 중복성 옵션을 보고 구성합
니다.
이 탭은 Oracle ILOM 3.0.6부터 제공되었습니다.

CMM

Statistics(통계) CMM 및 서버 모듈(블레이드)의 전원 통계 데이
터를 표시합니다.

CMM

History(기록) 전력 소비의 이동 평균 기록을 표시합니다. 서버 SP
CMM

첫 번째 수준 탭 두 번째 및 세 번째 수준 탭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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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저장소)

RAID --> Controllers(제어기) RAID 제어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제어기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서버 SP

RAID --> Disks(디스크) RAID 제어기에 연결된 모든 디스크에 대한 정보
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디스크 이
름을 클릭하십시오.

서버 SP

RAID --> Volumes(볼륨) RAID 볼륨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
려면 볼륨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서버 SP

Zoning(영역 분할) Zone Manager 설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
고 Zone Manager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CMM

Configuration(구성)

System Management Access
(시스템 관리 액세스) --> Web 
Server(웹 서버)

HTTP 웹 서버 또는 HTTP 포트와 같은 웹 서버 설
정을 편집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서버 SP
CMM

System Management Access
(시스템 관리 액세스) --> SSL 
Certificate(SSL 인증서)

기본 SSL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보거나 선택적으
로 새 SSL 인증서를 찾아서 입력합니다.

서버 SP
CMM

System Management Access
(시스템 관리 액세스) --> 
SNMP

SNMP 설정을 편집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서버 SP
CMM

System Management Access
(시스템 관리 액세스) --> SSH 
Server(SSH 서버)

SSH(보안 쉘) 서버 액세스 및 키 생성을 구성합니다. 서버 SP
CMM

System Management Access
(시스템 관리 액세스) --> IPMI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서버 플랫폼을 모
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서버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서버 SP
CMM

System Management Access
(시스템 관리 액세스) --> CLI

CLI 설정을 구성합니다. Session Time-out(세션 
제한 시간) 값은 자동 CLI 로그아웃이 발생하기 
전에 경과할 수 있는 유휴 시간(분)을 나타냅니다.

서버 SP
CMM

System Management Access
(시스템 관리 액세스) --> WS-
Man

WS-Management 설정을 구성합니다. WS-
Management는 서버 및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웹 
서비스 및 SOAP 기반 프로토콜입니다.

서버 SP

Alert Management(경고 관리) 각 경고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 구성된 경고 목
록을 변경합니다.

서버 SP
CMM

Network(네트워크) Oracle ILOM 및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에 대
한 IPv4 및 IPv6 네트워크 설정을 보고 편집합니다.

서버 SP
CMM

첫 번째 수준 탭 두 번째 및 세 번째 수준 탭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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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호스트 이름을 지정하고 이러한 호스트 이름이 
DNS(도메인 이름 서비스)를 사용하여 IP 주소로 
확인될 수 있게 설정합니다.

서버 SP
CMM

Serial Port(직렬 포트) 내부 및 외부 직렬 포트의 전송 속도를 보고 편집
합니다.

서버 SP
CMM

Clock(시계) Oracle ILOM 시계의 시간을 수동으로 보고 편집
하거나 Oracle ILOM 시계를 NTP 서버와 동기화
합니다.

서버 SP
CMM

Timezone(시간대) 서비스 프로세서에 의해 표시되는 시간 기록이 다른 
곳(예: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에서 만들어진 로그
와 연관될 수 있도록 특정 시간대를 지정합니다.

서버 SP
CMM

Syslog syslog 메시지를 전송할 서버 주소를 구성합니다. 서버 SP
CMM

SMTP Client(SMTP 클라이언트) 전자 메일 경고 알림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SMTP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구성합니다.

서버 SP
CMM

Policy(정책) 전원 공급 정책과 같이 시스템의 동작을 제어하는 
설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서버 SP
CMM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Active Sessions(활성 세션) 현재 Oracle ILOM에 로그인된 사용자와 사용자
가 시작한 세션의 유형을 표시합니다.

서버 SP
CMM

User Accounts(사용자 계정) 로컬 Oracle ILOM 사용자 계정을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합니다.

서버 SP
CMM

LDAP LDAP 사용자의 Oracle ILOM 액세스 권한을 구
성합니다.

서버 SP
CMM

LDAP/SSL SSL(Secure Socket Layer) 기술이 지원하는 향상
된 보안 설정을 사용하여 LDAP 사용자의 Oracle 
ILOM 액세스 권한을 구성합니다.

서버 SP
CMM

RADIUS RADIUS 사용자의 Oracle ILOM 액세스 권한을 
구성합니다.

서버 SP
CMM

Active Directory Active Directory 사용자의 Oracle ILOM 액세스 
권한을 구성합니다.

서버 SP
CMM

Remote Control(원격 제어)

Redirection(리디렉션) 시스템 콘솔을 로컬 시스템으로 리디렉션하여 호
스트를 원격으로 관리합니다.

서버 SP
CMM

첫 번째 수준 탭 두 번째 및 세 번째 수준 탭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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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S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 또는 저장 장치의 원격 관
리 상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서버 SP

Remote Power Control(원격 
전원 제어)

Immediate Power Off(즉시 전원 끄기), Graceful 
Shutdown and Power Off(점진적 종료 및 전원 
끄기), Power On(전원 켜기), Power Cycle(전원 
순환) 또는 Reset(재설정)과 같은 전원 상태를 선
택합니다.

서버 SP
CMM

Diagnostics(진단) x64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또는 SPARC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
화합니다.

서버 SP

Host Control(호스트 컨트롤) 호스트 컨트롤 정보를 보고 구성합니다. 다음에 
시스템을 켤 때 부트 장치를 구성합니다.

서버 SP

Maintenance(유지 보수)

Firmware Upgrade(펌웨어 업
그레이드)

Oracle ILOM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가져오는 프
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서버 SP
CMM

Backup/Restore(백업/복원) 서비스 프로세서 구성을 원격 호스트 또는 이동식 
저장 장치로 안전하게 백업하고 복원합니다.

서버 SP
CMM

Reset SP(SP 재설정) 서비스 프로세서를 재설정합니다. 서버 SP

Configuration Management
(구성 관리)

서비스 프로세서 구성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서버 SP
CMM

Reset Components(구성 요소 
재설정)

섀시 모니터링 모듈 및 서비스 프로세서를 재설정
합니다.

CMM

Snapshot(스냅샷) 환경, 로그, 오류 및 FRUID 데이터를 수집하여 
CLI를 사용하거나 다운로드된 파일 형식으로 
USB 썸드라이브 및 외부 호스트에 전송합니다.

서버 SP
CMM

첫 번째 수준 탭 두 번째 및 세 번째 수준 탭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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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링크
Oracle ILOM 3.0.3부터 특정 페이지 내에서 하위 섹션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부 
웹 페이지에 점프 링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에는 점프 링크가 포함된 Oracle 
ILOM 웹 페이지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14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ILOM) 3.0 일상적인 관리 - 웹 절차 안내서 • 2011년 7월



Oracle ILOM 로그인/로그아웃 및 배너 
메시지 표시(웹)

관련 정보

■ Oracle ILOM 3.0 빠른 시작, Oracle ILOM 로그인

■ Oracle ILOM 3.0 빠른 시작, 필수 설정 작업(웹)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Oracle ILOM 로그인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배너 메시지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배너 메시지

설명 링크

Oracle ILOM에 로그인하기 위한 
요구 사항 확인

• 16페이지의 "초기 로그인 전에"

기본 root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Oracle ILOM에 로그인하기 위한 
절차

• 16페이지의 "Root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웹)"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Oracle 
ILOM에 로그인하기 위한 절차 

• 18페이지의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Oracle ILOM에 
로그인(웹)"

Oracle ILOM에서 로그아웃하기 
위한 절차

• 19페이지의 "Oracle ILOM에서 로그아웃(웹)"

Oracle ILOM 로그인 페이지에 표
시할 배너 메시지 구성 절차

• 19페이지의 "로그인 페이지에 배너 메시지 표시(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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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로그인 전에
이 절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시스템(서버 또는 CMM)에 대한 물리적 네트워크 관리 연결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시스템의 SER MGT 또는 NET MGT 포트에 대한 물리적 연결을 설정하는 방
법에 대한 지침은 서버 또는 CMM과 함께 제공된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의 로그인 절차에서는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Oracle ILOM 웹 인터페이
스에 로그인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주 – 또는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 연결을 지원하는 Oracle Sun 서버의 경우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Oracle ILOM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Oracle ILOM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6페이지의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 구성(웹)"을 참조하십시오.

■ 서버 SP 또는 CMM 네트워크 주소를 가져옵니다.

Oracle ILOM은 서버 SP 또는 CMM의 IPv4 또는 IPv6 주소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할
당합니다. 서버 SP 또는 CMM에 할당된 기본 IP 주소를 확인하려면 서버 SP 또는 
CMM에 대한 로컬 직렬 관리 연결을 설정하고 /network(또는 /network/ipv6) 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Oracle ILOM에 대한 로컬 직렬 관리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3.0 빠른 시작 안내서 또는 Sun Blade 서버나 Sun Blade 섀시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서버 SP 또는 CMM에 할당된 기본 IP 주소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2페이지의 "네트워크 설정 구성(웹)"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 사용자 계정을 가져옵니다. 

Oracle ILOM을 처음 설치하는 경우 기본 root 계정과 changeme 암호를 사용하여 로
그인합니다.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는 각 Oracle ILOM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계정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2페이지의 "사용자 
계정 구성(웹)"를 참조하십시오.

▼ Root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웹)
1. 웹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서버 SP 또는 CMM의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 IPv4 네트워크 주소 예:
http://10.8.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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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v6 네트워크 주소 예:
http://[fec0:a:8:b7:214:4fff:5eca:5f7e/64]

Oracle ILOM에서 허용되는 네트워크 주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의 "Oracle 
ILOM에서 허용되는 네트워크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ILOM 연결 문제 진단
에 대한 도움말은 143페이지의 "IPv4 또는 IPv6 Oracle ILOM 연결 문제 진단"을 참
조하십시오.

웹 인터페이스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root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Oracle ILOM과 함께 제공된 기
본 root 사용자 이름 및 암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User Name(사용자 이름): root

Password(암호): changeme

3. Log In(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웹 인터페이스에 Version(버전)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Oracle ILOM 로그인/로그아웃 및 배너 메시지 표시(웹) 17



▼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Oracle ILOM에 
로그인(웹)
1. 웹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서버 SP 또는 CMM의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 IPv4 네트워크 주소 예:
http://10.8.183.106

■ IPv6 네트워크 주소 예:
http://[fec0:a:8:b7:214:4fff:5eca:5f7e/64]

Oracle ILOM에서 허용되는 네트워크 주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의 "Oracle 
ILOM에서 허용되는 네트워크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ILOM 연결 문제 진단
에 대한 도움말은 143페이지의 "IPv4 또는 IPv6 Oracle ILOM 연결 문제 진단"을 참
조하십시오.

웹 인터페이스 Login(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Oracle ILOM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3. Log In(로그인)을 클릭합니다.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고 Version(버전)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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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ILOM에서 로그아웃(웹)
●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Log Out(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합니다.

Log Out(로그아웃) 버튼은 웹 인터페이스의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의 
Log Out(로그아웃) 버튼을 사용하여 Oracle ILOM을 종료하지 마십시오.

▼ 로그인 페이지에 배너 메시지 표시(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배너 메시지를 구성하려면 Admin(a) 역할이 필요합니다.

■ 서버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8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배너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 또는 Oracle ILOM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
합니다.

2.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 Banner 
Messages(배너 메시지)를 클릭합니다.

3. Banner Message(배너 메시지)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4. Message Acceptance(메시지 수락) 확인란을 클릭하여 시스템에서 배너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5.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작업 지침

로그인 페이지에 나타나는 배너 메시지 
만들기

Connect Message(연결 메시지) 입력란에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Oracle ILOM에 로그인한 후 
대화 상자에 표시되는 배너 메시지를 만
들려면

Login Message(로그인 메시지) 입력란에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Oracle ILOM 로그인/로그아웃 및 배너 메시지 표시(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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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안 쉘 및 로컬 상호 연결 
설정 구성(웹)

관련 정보

■ Oracle ILOM 3.0 빠른 시작, 네트워크 관리 연결 설정

■ Oracle ILOM 3.0 빠른 시작, 기본 네트워크 설정 수정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네트워크 통신 설정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직렬 포트 콘솔 출력 전환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네트워크 설정 구성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보안 쉘 설정 구성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직렬 포트 공유 구성

■ Oracle ILOM 3.0 프로토콜 관리 참조, 네트워크 설정 구성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 구성

설명 링크

IP, 호스트 이름, DNS, 직렬 포트 출력 및 HTTP 
웹 액세스에 대한 네트워크 등록 정보 구성

• 22페이지의 "네트워크 설정 구성(웹)"

보안 쉘 설정 관리 • 35페이지의 "보안 쉘 설정 구성"

Oracle ILOM에서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 설
정 관리

• 38페이지의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 
구성(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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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 구성(웹)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Oracle ILOM의 네트워크 
설정을 관리하기 위한 요
구 사항 확인

• 23페이지의 "네트워크 설정 요구 사
항(웹)"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

IPv4 또는 IPv6 설정 관리 
및 테스트

• 23페이지의 "IPv4 네트워크 설정 보
기 및 구성(웹)"

• 25페이지의 "이중 스택 IPv4 및 IPv6 
네트워크 설정 보기 및 구성(웹)"

• 28페이지의 "IPv4 또는 IPv6 네트워
크 구성 테스트(웹)"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

호스트 이름, DNS 및 직
렬 포트 설정 관리

• 29페이지의 "호스트 이름 및 시스템 
식별자 할당(웹)"

• 30페이지의 "DNS 설정 보기 및 구
성(웹)"

• 31페이지의 "직렬 포트의 전송 속도 
보기 및 구성(웹)"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

x86 호스트에서 직렬 포트 
공유 설정 관리

• 32페이지의 "x86 호스트 직렬 포트 
소유자 구성(웹)"

• x86 서버 SP

HTTP/HTTPS 설정 관리 
및 SSL 인증서 업로드

• 33페이지의 "HTTP 또는 HTTPS 웹 
액세스 활성화(웹)"

• 34페이지의 "SSL 인증서 업로드(웹)"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
22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ILOM) 3.0 일상적인 관리 - 웹 절차 안내서 • 2011년 7월



네트워크 설정 요구 사항(웹)
Oracle ILOM 네트워크 설정을 보거나 구성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 IPv4 네트워크 설정 보기 및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23페이지의 "네트워크 설정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네트워크 환경 시작하기 전에

IPv4 전용 • 네트워크에서 Oracle ILOM을 쉽게 찾으려면 동일한 IP 주소가 항
상 Oracle ILOM에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Oracle ILOM
에서는 기본적으로 DHCP를 사용하여 IPv4 네트워크 설정을 가져
오려고 합니다.

이중 스택 IPv4 및 
IPv6

• Oracle ILOM은 IPv4 DHCP 및 IPv6 Stateless 기본 네트워크 설정
으로 제공됩니다.

• 서버 또는 CMM에 Oracle ILOM 펌웨어 3.0.12 이상이 설치되어 있
는지 확인합니다.

• Oracle ILOM이 IPv4 네트워크 환경 또는 이중 스택 IPv4 및 IPv6 네
트워크 환경에서 작동하려면 IPv4 네트워크 상태가 항상 활성화되
어 있어야 합니다.

• IPv6 Stateless 자동 구성의 경우 Oracle ILOM(3.0.12 이상)을 사용하
려면 IPv6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크 라우터가 있어야 합니다.

• DHCPv6 자동 구성 옵션의 경우 Oracle ILOM(3.0.14 이상)을 사용
하려면 장치의 IPv6 주소 및 DNS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DHCPv6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DHCP 및 DHCPv6은 다른 프로토콜입니다. 이중 스택 네트워
크 환경에서 DHCP 및 DHCPv6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1) 
DHCPv6 서버는 네트워크 노드에 IPv6 주소를 제공할 수 있고 네트
워크 노드는 항상 IPv6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DHCPv6 서버와 통신
합니다. (2) DHCP 서버는 네트워크 노드에 IPv4 주소를 제공할 수 
있고 네트워크 주소는 항상 IPv4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DHCP 서버
와 통신합니다.

• DHCP 및 DHCPv6 자동 구성의 경우 IPv6 DHCP 서버 또는 IPv4 
DHCP 서버 모두가 아니라 이중 하나에서 DNS 정보를 수신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Oracle ILOM에서 DNS 이름 서버에 대한 설정을 수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30페이지의 "DNS 설정 보기 및 구성(웹)"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Oracle ILOM에서 IPv6 구성을 지원하지 않는 레거시 Sun 플랫
폼 서버 목록은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안내서에서 IPv6
을 지원하지 않는 레거시 Sun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이 절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 설정

• 서버 SP 또는 CMM 네트워크 등록 정보나 옵션을 수정하려면 
Admin(a)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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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이 절차에서는 IPv4 전용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Oracle ILOM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Oracle ILOM을 이중 스택 IPv4 및 IPv6 네트워크 환경
에서 작동하도록 구성하는 경우 25페이지의 "이중 스택 IPv4 및 IPv6 네트워크 설정 보
기 및 구성(웹)"을 참조하십시오.

IPv4 네트워크 설정을 보고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Network(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DHCP가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도록 설정하거나 사용자가 주소를 수동으로 할
당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P 주소를 자동으로 가져오려면 DHCP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음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 정적 IP 주소를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페이지에
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표의 설명을 사용하십시오.

항목 설명

State(상태) 네트워크 상태를 활성화하려면 이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MAC Address(MAC 주소) SP의 MAC(매체 액세스 제어) 주소는 출하 시 설정됩니다. MAC 
주소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 장치에 고유한 하드웨어 주소입니
다. MAC 주소는 SP 또는 CMM의 레이블, 기본 제공 키트의 
Customer Information Sheet(사용자 정의 정보 시트) 및 BIOS 
Setup(BIOS 설정) 화면에 제공됩니다.

IP Discovery Mode(IP 검
색 모드)

IP 주소, 넷마스크 및 게이트웨이를 수동으로 할당하려면 Static
(정적)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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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ve(저장)를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Save(저장)를 클릭할 때까지 설정은 보류 상태로 간주됩니다. IP 주소를 변경하면 
Oracle ILOM 세션이 종료됩니다.

웹 브라우저를 닫을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새 IP 주소를 사용하여 Oracle ILOM에 다시 로그인합니다.

주 –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한 경우 새 브라우저 세션을 사용하여 다시 로그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중 스택 IPv4 및 IPv6 네트워크 설정 보기 및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23페이지의 "네트워크 설정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주 – 이 절차에서는 이중 스택 IPv4 및 IPv6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Oracle 
ILOM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IPv4 전용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동
하도록 Oracle ILOM을 구성하려면 23페이지의 "IPv4 네트워크 설정 보기 및 구성(웹)"
을 참조하십시오.

이중 스택 IPv4 및 IPv6 네트워크 설정을 보고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Network(네트워크) 탭에 있는 IPv4 및 IPv6 네트워크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예:

■ 서버 SP에서 Configuration(구성) --> Network(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 CMM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왼쪽 표시 영역에서 블레이드 SP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표시 영역에서 
Configuration(구성) --> Network(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IP Address(IP 주소)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IP 주소는 TCP/IP 네트워크의 시
스템을 식별하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Netmask(넷마스크) SP가 상주하는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Gateway(게이트웨이) SP의 게이트웨이 액세스 주소를 입력합니다.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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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이중 스택 IPv4 및 IPv6 설정은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의 CMM 수준에서 편
집할 수 없습니다. 이중 스택 IPv4 및 IPv6 등록 정보를 CMM 수준에서 편집하려면 
Oracle ILOM CLI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 
CLI 절차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그림은 IPv4 및 IPv6에 대한 Oracle ILOM SP 네트워크 설정을 보여 줍니다.

3. 네트워크 State(상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 – 네트워크 State(상태) 설정은 기본적으로 IPv4 및 IPv6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습니
다. 필요한 경우 IPv6에 대한 네트워크 State(상태)를 선택적으로 비활성화(선택 취소)
할 수 있습니다. Oracle ILOM이 IPv4 네트워크 환경 또는 이중 스택 IPv4 및 IPv6 네트워
크 환경에서 작동하려면 IPv4 네트워크 State(상태)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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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적 IPv4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5. DHCP가 IPv4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도록 설정하려면 IPv4 DHCP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6. 정적 IPv6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하려면 IPv6 주소 텍스트 상자에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IPv6 정적 IP 및 넷마스크를 지정하기 위한 입력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IPv6_address>/<subnet mask length in bits>

예:
fec0:a:8:b7:214:4fff:feca:5f7e/64

주 – IPv6은 한 장치에 대해 여러 개의 IP 주소 할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Oracle ILOM
에 단일 정적 IPv6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Oracle ILOM에서 IPv6 자동 
구성 옵션을 하나 이상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7. 하나 이상의 IPv6 자동 구성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아래에 설명된 옵션 중 적절한 옵
션을 선택합니다.

단계 설명

a. IPv4에 대해 Static(정적) 라디오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b. IP 주소 입력란에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c. 장치가 상주하는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d. 장치 게이트웨이 액세스 주소를 입력합니다.

IPv6 자동 구성 옵션 설명

Stateless

(기본적으로 활성화됨)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Stateless 자동 구성 옵션이 실행되어 네트
워크 IPv6 라우터에서 장치의 IPv6 Stateless 주소를 가져옵니다.

DHCPv6 Stateless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DHCPv6 Stateless 자동 구성 옵션이 실행
되어 네트워크 DHCPv6 서버에서 장치의 DNS 정보를 가져옵니다.
참고 – DHCPv6 Stateless 자동 구성 옵션은 Oracle ILOM 3.0.14
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DHCPv6 Stateful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장치의 IPv6 주소 및 도메인 정보를 확인하
기 위해 DHCPv6 Stateful 자동 구성 옵션이 실행됩니다.
참고 – DHCPv6 Stateful 자동 구성 옵션은 Oracle ILOM 3.0.14부
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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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Oracle ILOM 3.0.14부터 DHCPv6 Stateless 옵션이 활성화되거나 DHCPv6 
Stateful 옵션이 활성화되면 이와 동시에 Stateless 자동 구성 옵션이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HCPv6 Stateless 및 DHCPv6 Stateful에 대한 자동 
구성 옵션은 동시에 실행되도록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 – DHCPv6 Stateful 또는 DHCPv6 Stateless에 대한 자동 구성을 활성화하면 
Oracle ILOM이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페이지에서 DHCP 정보를 검색하는 
데 마지막으로 사용된 DHCPv6 서버의 DHCP 고유 ID를 식별하게 됩니다.

8. Save(저장)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Save(저장)를 클릭할 때까지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Oracle ILOM 
세션 내에서 보류 상태로 간주됩니다.

주 – 장치(SP 또는 CMM)에 새 정적 IP 주소를 변경하면 장치에 대한 모든 활성 Oracle 
ILOM 세션이 종료됩니다. 브라우저 세션을 닫을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새로 할
당된 정적 IP 주소를 사용하여 Oracle ILOM에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주 – IPv6 자동 구성 옵션에서 장치에 대해 가져온 IPv6 주소는 활성 Oracle ILOM 세션
의 장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가져온 자동 구성 주소는 Network(네트워크) 탭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Oracle ILOM에서 IPv4 또는 IPv6 네트워크 구성을 테스트하려면 네트워크 테스트 
도구(Ping 또는 Ping6)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8페이지의 "IPv4 또는 IPv6 네
트워크 구성 테스트(웹)"를 참조하십시오.

▼ IPv4 또는 IPv6 네트워크 구성 테스트(웹)
시작하기 전에

■ 23페이지의 "네트워크 설정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IPv4 또는 IPv6에 대한 구성을 테스트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웹 인터페이스 페이지에서 Configuration(구성) --> Network(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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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페이지의 아래쪽에 표시된 Tools(도구) 버튼을 클
릭합니다.

Test Tools(도구 테스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Test Tools(도구 테스트) 대화 상자에서 다음 정보를 지정합니다.

▼ 호스트 이름 및 시스템 식별자 할당(웹)
시작하기 전에

■ 23페이지의 "네트워크 설정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호스트 이름 및 시스템 식별자를 할당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 Identification Information(ID 정보)을 클릭
합니다.

Identification Information(ID 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SP host name(SP 호스트 이름) 필드에 SP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호스트 이름은 최대 60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SP System Identifier(시스템 식별자) 필드에 시스템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텍스트
를 입력합니다.

시스템 식별자는 따옴표를 제외한 표준 키보드 키를 사용하는 텍스트 문자열로 구성
될 수 있습니다.

5. SP System Contact(시스템 담당자) 필드에 연락할 사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시스템 담당자는 따옴표를 제외한 표준 키보드 키를 사용하는 텍스트 문자열로 구성
될 수 있습니다.

필드 설명

Test Type(테스트 
유형)

• IPv4 네트워크 구성을 테스트하려면 Ping을 선택합니다.
또는

• IPv6 네트워크 구성을 테스트하려면 Ping6을 선택합니다.

Destination(대상)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네트워크의 이 대상으로 
테스트가 전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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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P System Location(시스템 위치) 필드에 시스템의 물리적 위치를 설명하는 텍스트
를 입력합니다.

시스템 위치는 따옴표를 제외한 표준 키보드 키를 사용하는 텍스트 문자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7. Save(저장)를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 DNS 설정 보기 및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23페이지의 "네트워크 설정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DNS 설정을 보고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ILOM SP 웹 인터페이스 또는 CMM ILO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DNS를 클릭합니다.

DNS Configuration(DNS 구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DHCP가 DNS 이름 서버 및 검색 경로를 자동으로 할당하도록 설정하거나 사용자
가 주소를 수동으로 할당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려면 Auto DNS via DHCP(DHCP를 통해 DNS 자동 할
당) 옆의 확인란을 활성화합니다.

■ 주소를 수동으로 할당하려면 DNS Name Server(DNS 이름 서버) 및 DNS Search 
Path(DNS 검색 경로) 입력란을 작성합니다. 다음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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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포트의 전송 속도 보기 및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23페이지의 "네트워크 설정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직렬 포트 전송 속도를 보고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Serial Port(직렬 포트)를 클릭합니다.

Serial Port Settings(직렬 포트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내부 호스트 직렬 포트 및 외부 직렬 포트의 전송 속도를 봅니다.

4. Host Serial Port Baud Rate(호스트 직렬 포트 전송 속도) 드롭다운 목록에서 내부 
직렬 포트에 대한 전송 속도를 선택합니다.

x64 시스템의 경우 이 설정은 호스트 운영 체제의 직렬 포트 0, COM1 또는 /dev/ttyS0
에 대한 설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전송 속도 값은 BIOS 직렬 리디렉션 기능에 대해 지정된 속도(기본값은 9600보
(baud)) 및 부트 로더와 운영 체제 구성에 사용되는 속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Oracle ILOM을 사용하여 시스템 콘솔에 연결하려면 기본 호스트 직렬 설정(9600보
(baud), 8N1[8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1정지 비트], 흐름 제어 없음)을 설정해야 합
니다.

5. External Serial Port Baud Rate(외부 직렬 포트 전송 속도) 드롭다운 목록에서 외부 
직렬 포트에 대한 전송 속도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Oracle Sun 서버에 있는 RJ-45 직렬 포트의 전송 속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Save(저장)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쉘 및 로컬 상호 연결 설정 구성(웹) 31



▼ x86 호스트 직렬 포트 소유자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23페이지의 "네트워크 설정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주 – 서버에서 직렬 포트 공유가 지원되는지 확인하려면 서버에 대해 제공되는 플랫폼 
Oracle ILOM 추가 안내서 또는 플랫폼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 직렬 포트 소유자를 호스트 서버로 전환하려면 SP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관리 연결이 서버 SP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렬 포트 
소유자가 SP에서 호스트 서버로 변경된 경우 ILOM CLI 또는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여 직렬 포트 소유자로 SP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직렬 포트 소유자를 SP로 되돌리려면 
서버에서 직렬 관리 포트를 통해 ILOM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복원해야 합니다. 서버의 
직렬 관리(SER MGT) 포트를 통해 ILOM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
버와 함께 제공된 플랫폼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x86 플랫폼 서버에서 호스트 직렬 포트 소유자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Serial Port(직렬 포트)를 선택합니다.

Serial Port Settings(직렬 포트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Serial Port Settings(직렬 포트 설정) 페이지에서 Host Server(호스트 서버)를 직
렬 포트 소유자로 선택합니다.

주 – 서비스 프로세서는 기본 직렬 포트 소유자 등록 정보 값입니다.

4. Save(저장)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주 – "Serial Port Owner(직렬 포트 소유자)"를 변경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저장하면 
다음과 같은 사소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n not change serial 
settings - the serial console in use(직렬 설정을 변경할 수 없음 - 직렬 콘
솔이 사용 중임). 이 오류는 직렬 포트에 활성 세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포트 소유자에 대한 변경 사항과 포트 속도에 대한 변경 사항은 Oracle ILOM에 적용됩
니다. 

5. 직렬 호스트를 서버에 연결합니다.

동글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서버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버와 
함께 제공된 플랫폼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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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 또는 HTTPS 웹 액세스 활성화(웹)
시작하기 전에

■ 23페이지의 "네트워크 설정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HTTP 또는 HTTPS 웹 액세스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System Management Access(시스템 관리 액세스) --> 
Web Server(웹 서버)를 클릭합니다.

Web Server Settings(웹 서버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HTTP를 활성화하려면 HTTP Webserver(HTTP 웹 서버): 드롭다운에서 
Enabled(사용)를 선택합니다.

■ HTTP 연결을 HTTPS로 자동으로 리디렉션하려면 HTTP Webserver(HTTP 웹 
서버): 드롭다운에서 Redirect HTTP Connection to HTTPS(HTTP 연결을 
HTTPS로 리디렉션)를 선택합니다.

■ HTTP를 비활성화하려면 HTTP Webserver(HTTP 웹 서버): 드롭다운에서 
Disabled(사용 안 함)를 선택합니다.

■ HTTPS를 활성화하려면 HTTPS Web Server Enabled(HTTPS 웹 서버 사용) 확인
란을 선택합니다.

HTTPS 웹 서버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 – HTTP를 비활성화하거나 Redirect HTTP Connection to HTTPS(HTTP 연결을 
HTTPS로 리디렉션)를 선택한 다음 HTTPS를 비활성화하면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
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액세스 권한을 복원하려면 Oracle ILOM 3.0 CLI 절차 안내
서의 "HTTP 또는 HTTPS 웹 액세스 활성화"에 설명된 대로 CLI /SP/services/http 
또는 /SP/services/https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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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 또는 HTTPS 포트 번호를 할당합니다.

5.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 SSL 인증서 업로드(웹)
시작하기 전에

■ 23페이지의 "네트워크 설정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주 – Oracle ILOM은 기본 SSL 인증서 및 HTTPS 액세스를 위한 자체 서명 키를 제공합
니다. 선택적으로 다른 SL 인증서 및 일치하는 개인 키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
크 또는 로컬 파일 시스템을 통해 새 인증서 및 키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SSL 인증서를 업로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System Management Access(시스템 관리 액세스) --> 
SSL Certificate(SSL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SSL Certificate Upload(SSL 인증서 업로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새 SSL 인증서의 파일 이름을 입력하거나 Browse(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 
SSL 인증서를 검색합니다.

인증서 파일 이름은 .pem 파일 확장자를 가집니다. 서비스 프로세서는 암호로 암호
화된 인증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4. Upload(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SSL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SSL Certificate Upload Status(SSL 인증서 업로드 상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인증서 및 개인 키를 업로드했으면 OK(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Oracle ILOM 웹 서
버를 재설정하고 새 SSL 인증서를 사용하여 시작합니다.

Oracle ILOM 웹 서버를 재설정해야 새 인증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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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쉘 설정 구성

▼ SSH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작하기 전에

주 – Oracle ILOM에서 SSH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SSH(보안 쉘) 설정을 구성하려면 Admin(a)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SSH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System Management Access(시스템 관리 액세스) --> 
SSH Server(SSH 서버)를 클릭합니다.

SSH Server Settings(SSH 서버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SSH 서버를 활성화하려면 State(상태) 옆에 있는 Enabled(사용)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4. Save(저장)를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 새 SSH 키 생성
시작하기 전에

■ SSH(보안 쉘) 설정을 구성하려면 Admin(a)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 SSH 키를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System Management Access(시스템 관리 액세스) --> 
SSH Server(SSH 서버)를 클릭합니다.

SSH Server Settings(SSH 서버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보안 쉘 설정 관리 • 35페이지의 "SSH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 35페이지의 "새 SSH 키 생성"
• 36페이지의 "SSH 서버 재시작"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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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nerate RSA Key(RSA 키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RSA를 선택하거나 Generate 
DSA Key(DSA 키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DSA를 선택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OK(확인) 또는 Cancel(취소)을 클릭합니다.

새 연결에 대해 새 키가 즉시 적용됩니다.

▼ SSH 서버 재시작

주 – SSH 서버를 다시 시작하면 기존의 SSH 연결이 종료됩니다.

SSH 서버를 재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System Management Access(시스템 관리 액세스) --> 
SSH Server(SSH 서버)를 클릭합니다.

SSH Server Settings(SSH 서버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Restart(재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SSH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 구성(웹)

로컬 상호 연결 구성 요구 사항
이 절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Oracle ILOM SP와 호스트 OS 간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 사용법을 설명하는 개념
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안내서에서 "로
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 호스트에서 Oracle ILOM에 로컬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
스 구성에 대한 요구 사항 
확인

• 36페이지의 "로컬 상호 연결 구
성 요구 사항"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
스 구성

• 38페이지의 "로컬 상호 연결 인
터페이스 구성(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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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호스트 상호 연결 구성 설정에 대한 Oracle ILOM 설명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설명서에서 "Oracle ILOM에서 로컬 호스
트 상호 연결 구성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서버에서 Oracle ILOM 3.0.12 이상을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플랫폼에서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플랫폼 서버 
Oracle ILOM 추가 설명서 또는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주 – Oracle ILOM의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은 CMM에서 지원되지 않
습니다.

■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의 자동 구성을 사용하려면 Oracle ILOM에서 Host 
Managed(호스트 관리)(hostmanaged)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고(True로 설정됨) 서
버에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2.1.0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합니다.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2.1.0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rver Hardware Management Pack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 SP와 소프트 운영 체제 간에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를 수동으로 구
성하려면 Oracle ILOM에서 Host Managed(호스트 관리)(hostmanaged) 설정이 비
활성화되어 있고(False로 설정됨) 호스트 운영 체제에 다른 구성 설정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에서 호스트 OS 연결 지점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145페이지의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동 호스트 OS 구성 지
침"을 참조하십시오.

■ 호스트 운영 체제는 Oracle ILOM SP에서 제공하는 내부 USB 이더넷 장치를 지원해
야 합니다. 따라서 Oracle ILOM에서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전에 내
부 USB 이더넷 장치 드라이버가 운영 체제 배포에 포함되어 있고 서버에 설치되어 있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USB 이더넷 장치 드라이버가 운영 체제 배포에 의해 설
치되지 않은 경우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2.1.0 소프트웨어에서 운영 체
제의 장치 드라이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rver Hardware 
Management Pack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 설정에 대한 네트워크 매개 변수 변경 
사항은 Oracle ILOM에서 해당 변경 사항을 커밋하기 전까지 보류 상태로 간주됩니
다. 예를 들어 Oracle ILOM CLI의 경우 commitpending=true 명령을 실행하여 
pendingipaddress 및 pendingipnetmask를 network/interconnect 대상에 
저장해야 합니다.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의 경우 Configure USB Ethernet 
Parameters(USB 이더넷 매개 변수 구성) 대화 상자에서 입력한 네트워크 매개 변수 
변경 사항은 Save(저장)를 클릭하면 커밋됩니다.

■ Oracle ILOM에서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Admin(a) 
역할 권한이 있는 Oracle ILOM 사용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 서버에서 지원되는 운영 체제를 확인하려면 플랫폼 서버 설치 안내서 또는 운영 체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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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36페이지의 "로컬 상호 연결 구성 요구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웹 인터페이스 페이지에서 Configuration(구성) --> Network(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3.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페이지에서 "Local Host Interconnect(로컬 호스
트 상호 연결)"라는 레이블이 지정된 섹션이 보일 때까지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Configure(구성)를 클릭합니다.

USB 이더넷 매개 변수를 구성하기 위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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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의 연결 지점에 대한 라우팅할 수 없는 IPv4 주소 할당을 
구성하려면 다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True Host Management(실제 호스트 관리) 확인란을 선택하여 라우팅할 수 없는 
IPv4 주소를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의 각 연결 지점에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 Host Managed(호스트 관리) 등록 정보 설정을 활성화하는 경우 서버에 
Hardware Management Pack 2.1.0 이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로컬 Oracle 
ILOM 상호 연결을 활성화하는 설치 기본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rver Hardware Management Pack 사용자 안내서에서 로컬 Oracle 
ILOM 상호 연결 구성 관련 절을 참조하십시오.

■ Configure USB Ethernet Parameters(USB 이더넷 매개 변수 구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등록 정보를 지정하여 라우팅할 수 없는 IPv4 주소를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
이스의 각 연결 지점에 수동으로 할당합니다.

주 –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소프트웨어가 Oracle ILOM SP와 호스트 OS 
간에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를 자동 구성하지 못하게 하려면 Host Managed(호스트 
관리)를 선택 취소(비활성화)해야 합니다. Oracle ILOM SP와 호스트 OS 간에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Host Managed(호스트 관리) 확인란과 
State(상태) 확인란을 둘 다 선택 취소(비활성화)해야 합니다.

5. Configure USB Ethernet Parameters(USB 이더넷 매개 변수 구성) 대화 상자에 입
력한 변경 사항을 커밋하려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주 –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2.1.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Oracle 
ILOM에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를 수동으로 구성하도록 선택한 경우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일부 추가 구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호스트 OS 구성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5페이지의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동 호스트 OS 구성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필드 지침 및 설명

Host Managed
(호스트 관리)

호스트 관리 모드를 비활성화하려면 Host Managed(호스트 관리)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State(상태) Oracle ILOM SP와 호스트 OS 간의 로컬 상호 연결 모드를 수동으로 활성
화하려면 State(상태)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State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P Address
(IP 주소)

Oracle ILOM에서는 기본적으로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의 Oracle 
ILOM SP 연결 지점에 대해 라우팅되지 않는IPv4 주소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본 IPv4 주소와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기본 
IPv4 주소(169.254.182.76)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Netmask
(넷마스크)

Oracle ILOM에서는 기본적으로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의 Oracle 
ILOM SP 연결 지점에 대해 기본 IPv4 넷마스크 주소를 제공합니다.
이 기본 IPv4 넷마스크(255.255.255.0) 주소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 주소와 
관련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네트워크, 보안 쉘 및 로컬 상호 연결 설정 구성(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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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관리(웹)

관련 정보

■ Oracle ILOM 3.0 빠른 시작, 사용자 계정 추가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사용자 계정 관리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사용자 계정 관리 지침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분실한 암호 복구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사용자 계정 관리

■ Oracle ILOM 3.0 프로토콜 관리 참조, 사용자 계정 관리

설명 링크

사용자 계정 구성 • 42페이지의 "사용자 계정 구성(웹)"

SSH 사용자 키 구성 • 47페이지의 "SSH 키 구성(웹)"

Active Directory 설정 구성 • 50페이지의 "Active Directory 구성(웹)"

LDAP 설정 구성 • 60페이지의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구성"

LDAP/SSL 설정 구성 • 62페이지의 "LDAP/SSL 설정 구성(웹)"

RADIUS 설정 구성 • 70페이지의 "RADIUS 구성(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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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구성(웹)

▼ Single Sign On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Single Sign On 등록 정보를 설정하려면 Admin(a)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Single Sign On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Accounts(사용자 계정)를 선택합니다.

User Account Settings(사용자 계정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Enable Single Sign On(Single Sign On 활성화) 옆에 있는 확인란을 클릭하여 기
능을 활성화하거나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하여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 세션 제한 시간 설정(웹)

주 – 세션 제한 시간 설정은 Oracle ILOM 세션이 로그아웃 전에 유휴 상태로 남아 있는 
시간을 제어합니다. 현재 Oracle ILOM 세션에서 로그아웃한 후에는 세션 제한 시간 설
정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할 때마다 세션 제한 시
간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세션 제한 시간 등록 정보를 설정하려면 Admin (a)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Oracle ILOM의 
Single Sign On 및 사
용자 세션 설정 관리

• 42페이지의 "Single Sign On 구성(웹)"
• 42페이지의 "세션 제한 시간 설정(웹)"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

Oracle ILOM 사용자 
계정 및 역할 관리

• 43페이지의 "사용자 계정 추가 및 역
할 할당(웹)"

• 45페이지의 "사용자 계정 수정(웹)"
• 46페이지의 "사용자 계정 삭제(웹)"
• 47페이지의 "사용자 세션 보기(웹)"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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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제한 시간 등록 정보 값을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 Session Time-Out(세션 제한 시간)을 선택합
니다.

Session Time-out(세션 제한 시간)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Session Time-Out(세션 제한 시간)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본 설정 제한 시간 증분값
(15분, 30분, 1시간 또는 3시간)을 선택합니다.

4. Apply(적용)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 사용자 계정 추가 및 역할 할당(웹)
시작하기 전에

■ User Management(사용자 계정 및 역할)의 등록 정보를 설정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고 권한(역할)을 할당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Accounts(사용자 계정)를 선택합니다.

User Account Settings(사용자 계정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Users(사용자) 테이블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Add User(사용자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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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User Name(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자에서 이 사용자 계정에 대한 이름을 지정합
니다.

b. Roles(역할)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 역할 프로필(administrator, operator 또
는 advanced)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역할 프로필 설명이 나타납니다.

사용자 역할 설명

사용자 역할 프로필 사용자 역할 프로필에 부여된 권한(웹)

Administrator 선택한 경우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의 Administrator 역할 프로필은 다음 사용
자 역할 권한에 읽기 및 쓰기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 Admin(a)
• User Management(u)
• Console(c)
• Reset and Host Control(r)
• Read Only(o)

Administrator 역할 프로필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정의는 이 표의 사용자 역할에 
부여된 권한 아래에 나열된 사용자 역할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Operator 선택한 경우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의 Operator 역할 프로필은 다음 사용자 역
할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 Console(c)
• Reset and Host Control(r)
• Read Only(o)

Operator 역할 프로필에서 부여하는 역할에 대한 정의는 이 표의 사용자 역할에 부여
된 권한 아래에 나열된 사용자 역할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Advanced 선택한 경우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의 Advanced 역할 프로필은 모든 Oracle 기
능에 대한 Read Only(o)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사용자가 다음 역할 권한의 모든 
조합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Admin(a)
• User Management(u)
• Console(c) 
• Reset and Host Control(r)
• Services(s)

Advanced 역할 프로필에서 부여하는 역할에 대한 정의는 이 표의 사용자 역할에 부여
된 권한 아래에 나열된 사용자 역할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역할 부여된 사용자 역할 권한(CLI)

(a) Admin(a). User Management(u), Reset and Host Control(r), Console(c) 및 
Services(s) 사용자 역할을 추가로 활성화하기 위해 Admin이 필요한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Oracle ILOM 시스템 관리 기능에 대한 읽기 및 쓰기 권한이 부여됩니다. 

(u) User Management(u). 모든 Oracle ILOM 사용자 계정 관리 기능에 대한 읽기 및 쓰기 
권한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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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ew Password(새 암호) 텍스트 상자에 이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는 8자에서 16자 사이여야 합니다.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보안 유
지를 위해 영어, 숫자 및 특수 문자를 사용하십시오. 콜론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에 공백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d. Confirm Password(암호 확인) 텍스트 상자에 New Password(새 암호)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e. Save(저장)를 클릭하여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User Account Settings(사용자 계정 설정) 페이지가 새로 고쳐집니다. 새로 만든 
사용자 계정이 User Account Settings(사용자 계정 설정)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 사용자 계정 수정(웹)

주 – 사용자의 암호와 사용자의 네트워크 및 직렬 권한을 변경하여 사용자 계정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User Management(사용자 계정 및 역할)의 등록 정보를 설정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c) Console(c). 사용자가 원격 콘솔 잠금 옵션 관리, SP 콘솔 기록 로그 옵션 관리, Oracle 
ILOM 원격 콘솔 시작 및 사용, Oracle ILOM Storage Redirection CLI 시작 및 사용 등
의 원격 콘솔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읽기 및 쓰기 권한이 부여됩니다. 

(r) Reset and Host Control(r) 사용자가 호스트 부트 장치 제어, 진단 유틸리티 실행 및 구
성, SP 재설정, CMM 재설정, 구성 요소 관리 서비스 작업, 고장 관리 작업, SPARC 
TPM 관리 작업, SNMP MIB 등의 원격 호스트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읽기 
및 쓰기 권한이 부여됩니다. 

(o) Read Only(o). 사용자가 모든 ILOM 구성 등록 정보의 상태를 보는 데 필요한 읽기 전
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 계정에 할당된 암호 및 세션 시간 
초과 등록 정보만 변경하는 데 필요한 쓰기 권한이 부여됩니다.

(s) Services(s). 사용자가 현장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Oracle 서비스 엔지니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읽기 및 쓰기 권한이 부여됩니다.

(aucro) 이 모든 사용자 역할의 조합(aucro)은 사용자가 백업 및 복원 구성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읽기 및 쓰기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 – aucro는 웹 인터페이스의 Administrator 사용자 역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역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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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을 수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Accounts(사용자 계정)를 선택합니다.

User Account Settings(사용자 계정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Users(사용자) 테이블에서 수정하려는 사용자 계정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활성화
하고 Edit(편집)를 클릭합니다.

할당된 역할이 나열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사용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수정합니다.

Advanced 역할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6개 역할 중 원하는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ministrator 또는 Operator를 선택하면 Oracle ILOM에서 자
동으로 역할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두 그림은 Administrator 및 Operator
에 대해 Oracle ILOM에서 할당한 정책을 나타냅니다.

5. New Password(새 암호) 텍스트 상자에 이 사용자 계정의 새 암호를 지정합니다.

암호는 8자에서 16자 사이여야 합니다.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영어, 숫자 및 특수 문자를 사용하십시오. 콜론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에 공백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6. Confirm New Password(새 암호 확인) 텍스트 상자에 New Password(새 암호) 텍
스트 상자에 입력한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7. Save(저장)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적용하거나 Close(닫기)를 클릭하여 이전 설정
으로 돌아갑니다.

User Account Settings(사용자 계정 설정) 페이지가 변경 내용으로 새로 고쳐집니다.

▼ 사용자 계정 삭제(웹)
시작하기 전에

■ User Management(사용자 계정 및 역할)의 등록 정보를 설정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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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Accounts(사용자 계정)를 선택합니다.

User Account Settings(사용자 계정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삭제할 사용자 계정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4. Users(사용자) 테이블에서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OK(확인)를 클릭하여 계정을 삭제하거나 Cancel(취소)을 클릭하여 삭제 프로세스
를 중지합니다.

User Account Settings(사용자 계정 설정) 페이지가 새로 고쳐집니다.

▼ 사용자 세션 보기(웹)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Active Sessions(활성 세션)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계정 이름, 할당된 사용자 역할, 세션 시작 시간, 세션 유형 및 세션 모드가 나
열된 Active Sessions(활성 세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SSH 키 구성(웹)

▼ SSH 키 추가(웹)

주 – Oracle ILOM의 SSH 키 설정을 사용하여 암호 인증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다른 사용자 SSH 키를 변경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Read Only(o) 역할이 활성화된 경우 SSH 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Oracle ILOM 웹 인터페이
스에서 SSH 키 설정 관리

• 47페이지의 "SSH 키 추가(웹)"
• 49페이지의 "SSH 키 삭제(웹)"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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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 키를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Accounts(사용자 계정)를 선택합니다.

User Accounts Setting(사용자 계정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User Account Settings(사용자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아래의 SSH 테이블로 스크롤
하고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SSH 키 추가 화면이 나타납니다.

4. User(사용자)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 계정 이름을 선택합니다.

5. Transfer Method(전송 방법) 드롭다운 목록에서 전송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송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rowser(브라우저)
■ TFTP

■ FTP

■ SFTP

■ SCP

■ HTTP

■ HTTPS

6. Browser(브라우저) 전송 방법을 선택한 경우 Browse(찾아보기)를 클릭하고 SSH 키
의 위치를 찾아봅니다. 9단계로 이동합니다.

7. TFTP 전송 방법을 선택하면 다음 그림에 표시된 프롬프트가 나타나고 여기에 다음 
정보를 입력한 다음 9단계로 이동해야 합니다.

■ Host(호스트) - 원격 호스트 IP 주소 또는 DNS가 구성된 경우 원격 호스트의 이
름을 입력합니다.

■ Filepath(파일 경로) - 구성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directoryPath/filename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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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CP, FTP, SFTP, HTTP 또는 HTTPS 전송 방법을 선택하면 다음 그림에 표시된 프
롬프트가 나타나고 여기에 다음 정보를 입력한 다음 9단계로 이동해야 합니다.

■ Host(호스트) - 원격 호스트 IP 주소 또는 DNS가 구성된 경우 원격 호스트의 이
름을 입력합니다.

■ Filepath(파일 경로) - 구성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directoryPath/filename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 Username(사용자 이름) - 원격 시스템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 Password(암호) - 원격 시스템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9. 선택한 사용자 계정에 SSH 키를 추가하려면 Load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에 SSH 키가 추가됩니다.

▼ SSH 키 삭제(웹)

주 – Oracle ILOM의 SSH 키 설정을 사용하여 암호 인증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다른 사용자 SSH 키를 변경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Read Only(o) 역할이 활성화된 경우 SSH 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SH 키를 삭제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Accounts(사용자 계정)를 선택합니다.

User Account Settings(사용자 계정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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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이지 아래쪽의 SSH 키 섹션으로 스크롤하여 사용자를 선택하고 Delete(삭제)를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SSH 키가 삭제됩니다.

Active Directory 구성(웹)

▼ Active Directory 설정 보기 및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Active Directory 설정을 구성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Expanded Search Mode(확장 검색 모드) 등록 정보를 구성하려면 서버 또는 CMM에
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4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Strict Credential Error Mode(엄격한 자격 증명 오류 모드) 등록 정보를 구성하려면 
서버 또는 CMM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1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설정을 보고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Active Directory를 클릭합니다.

Active Directo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는 3개 섹션이 있습니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Oracle ILOM 웹 인터페
이스에서 Active 
Directory 설정 관리 및 문
제 해결

• 50페이지의 "Active Directory 설
정 보기 및 구성(웹)"

• 55페이지의 "Active Directory 테
이블 구성(웹)"

• 58페이지의 "Active Directory 인
증 및 권한 부여 문제 해결(웹)"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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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및 등록 정보가 포함된 위쪽 섹션

■ 기본 인증서 정보가 포함된 가운데 섹션

■ Active Directory 테이블이 포함된 아래쪽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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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tive Directory Settings(Active Directory 설정) 페이지 위쪽 섹션에 표시된 
Active Directory 설정을 구성합니다.

Active Directory 설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등록 정보 기본값 설명

State(상태) Disabled(사용 
안 함)

Enabled(사용) | Disabled(사용 안 함)

Roles(역할) (none) Administrator | Operator | Advanced | none

모든 인증된 Active Directory 사용자에게 부여된 액세스 
역할입니다. 이 등록 정보는 기존 역할(Administrator 또는 
Operator) 또는 개별 역할 ID('a', 'u', 'c', 'r', 'o' 및 's')의 조
합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aucros에서 a=Admin, u=
User Management, c=Console, r=Reset and Host 
Control, o=Read-Only 및 s=Service입니다. 역할을 구성하
지 않으면 Active Directory 서버를 사용하여 역할이 지정
됩니다.

Address(주소) 0.0.0.0 Active Directory 서버의 IP 주소 또는 DNS 이름입니다. 
DNS 이름을 사용할 경우 DNS가 구성되어 있고 작동해야 
합니다.

Port(포트) 0 서버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autoselect가 
활성화된 경우 포트는 0으로 설정됩니다.
비표준 TCP 포트가 사용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meout(제한 
시간)

4 초 단위의 시간 제한 값입니다.
개별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초)입
니다. 구성에 따라 트랜잭션 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값은 
모든 트랜잭션의 총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록 정보를 사용하여 서버가 응답하지 않거나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대기할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trict 
Certificate 
Mode(엄격한 
인증서 모드)

Disabled(사용 
안 함)

Enabled(사용) | Disabled(사용 안 함)
사용할 경우 인증 시 서버 인증서 내용이 디지털 서명으로 
확인됩니다. Strict Certificate Mode(엄격한 인증서 모드)
를 Enabled(사용)로 설정하려면 먼저 인증서를 로드해야 
합니다.

DNS Locator 
Mode(DNS 로
케이터 모드)

Disabled(사용 
안 함)

Enabled(사용) | Disabled(사용 안 함)
활성화하면 구성된 DNS 로케이터 쿼리에 따라 Active 
Directory 서버를 찾는 시도가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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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tive Directory 설정 페이지의 위쪽 섹션에서 Save(저장)를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
합니다.

5. Active Directory 설정 페이지의 중간 섹션에서 Active Directory 인증서 정보를 봅
니다.

Active Directory 인증서 설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Expanded 
Search Mode
(확장 검색 모드)

Disabled(사용 
안 함)

Enabled(사용) | Disabled(사용 안 함)
Oracle ILOM 3.0.4부터 확장 검색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활성화된 경우 확장 검색 모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입
력 검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userPrincipleName 검색이 즉시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검
색이 시도됩니다.
비활성화하면 userPrincipleName에 FQDN(정규화된 도메
인 이름) 접미어가 있어야 합니다.

Strict 
Credential 
Error Mode
(엄격한 자격 증
명 오류 모드)

Disabled(사용 
안 함)

Enabled(사용) | Disabled(사용 안 함)
Oracle ILOM 3.0.10부터 Strict Credential Error Mode(엄
격한 자격 증명 오류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가 disabled(사용 안 함)로 설정되면(확인란 선택 취
소) 대체 서버 테이블을 통해 구성되거나 DNS 쿼리에 의해 
확인된 다른 서버에서 사용자 자격 증명 오류가 다시 시도
됩니다.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별개의 분리된 도메인의 
사용자가 도메인 인증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한 Oracle 
ILOM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가 enabled(사용)로 설정되면(확인란 선택) 사용자 
자격 증명 오류를 표시한 첫 번째 인증 시도 후 서버에서 자
격 증명 오류가 보고되면 해당 사용자 자격 증명에 실패합
니다.

Log Detail
(로그 정보)

None(없음) None(없음) | High(높음) | Medium(보통) | Low(낮음)
이벤트 로그에 기록할 진단 정보의 양을 지정합니다.

등록 정보 표시 설명

Certificate File 
Status(인증서 
파일 상태)

Certificate not 
present(인증서 없음)

인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읽기 전용 표시기
입니다.

Certificate File 
Status(인증서 
파일 상태)

Certificate present
(인증서 있음) 
(details(세부 정보))

(details(세부 정보)) 링크를 클릭하여 발행 기관, 보
안 주체, 일련 번호, 유효 날짜 및 버전에 대한 인증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 기본값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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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rict Certificate Mode(엄격한 인증서 모드)가 활성화된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합
니다.

주 – Strict Certificate Mode(엄격한 인증서 모드)를 비활성화하면 데이터는 보호되지
만 인증서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a. 인증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데 필요한 매개 변수를 지정하여 "Certificate File 
Upload(인증서 파일 업로드)" 섹션을 완료하십시오.

b. Load Certificate(인증서 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c. 인증서가 로드되면 "details(세부 정보)" 링크를 클릭하여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다. 

전송 방법 필수 매개 변수

Browser(브라우저) File Name(파일 이름)

TFTP Host(호스트)
Filepath(파일 경로)

FTP Host(호스트)
Filepath(파일 경로)
Username(사용자 이름)
Password(암호)

SCP Host(호스트)
Filepath(파일 경로)
Username(사용자 이름)
Password(암호)

항목 설명

Issuer(발행 기관)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 기관입니다.

Subject(보안 주체) 인증서의 발행 대상 서버 또는 도메인입니다.

Valid From(유효 기
간 시작 날짜)

인증서 유효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Valid Until(유효 기
간 끝 날짜)

인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입니다.

Serial Number
(일련 번호)

인증서의 일련 번호입니다.

Version(버전) 인증서의 버전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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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 Directory 테이블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Active Directory 설정을 구성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Expanded Search Mode(확장 검색 모드) 등록 정보를 구성하려면 서버 또는 CMM에
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4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Strict Credential Error Mode(엄격한 자격 증명 오류 모드) 등록 정보를 구성하려면 
서버 또는 CMM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1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테이블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Active Directory를 클릭합니다.

Active Directo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Active Directory 페이지 위쪽에서 구성할 테이블 카테고리에 액세스하기 위한 링크
를 클릭합니다.

■ Admin Groups

■ Operator Groups

■ Custom Groups

■ User Domains

■ Alternate Servers

■ DNS Locator Queries

4. 개별 테이블의 라디오 버튼을 활성화한 다음 Edit(편집)를 클릭합니다.

5. 테이블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기본 데이터로 Active Directory 데이터의 예상 형식을 보여 줍니다.

■ Admin Groups 테이블:

Admin Groups 테이블에는 고유 이름(DN) 형식, 단순 이름 형식 또는 NT 스타
일 이름의 Microsoft Active Directory 그룹 이름이 포함됩니다.

ID 이름

1 CN=SpSuperAdmin,OU=Groups,DC=sales,DC=east,DC=oracle,DC=com

2

사용자 계정 관리(웹) 55



■ Operator Groups 테이블:

Operator Groups 테이블에는 고유 이름(DN) 형식, 단순 이름 형식 또는 NT 스타
일 이름의 Microsoft Active Directory 그룹 이름이 포함됩니다.

■ Custom Groups 테이블:

Custom Groups 테이블에는 고유 이름(DN) 형식, 단순 이름 형식 또는 NT 스타
일 이름의 Microsoft Active Directory 그룹 이름이 포함됩니다. 항목의 관련 역할
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User Domains 테이블:

User Domains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 도메인입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한 이름은 특정 도메인 이름으로 형식이 지정됩니다. 사용자 인
증은 입력된 사용자 이름과 구성된 사용자 도메인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아래 예에서 항목 1에 나열된 도메인은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에
서 사용되는 기본 형식을 보여 줍니다. 항목 2는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인증 시도가 
실패한 경우 Active Directory가 사용하게 될 전체 고유 이름을 보여 줍니다.

주 – 아래 예에서는 <USERNAME>이 사용자의 로그인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인증 중에
는 <USERNAME>이 사용자의 로그인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ID 이름

1 CN=SpSuperOper,OU=Groups,DC=sales,DC=east,DC=oracle,DC=com

2

ID 이름 Roles(역할)

1 custom_group_1 Admin, User Management, Console, Reset and 
Host Control, Read Only (aucro)

ID 도메인

1 <USERNAME>@sales.east.oracle.com

2 CN=<USERNAME>,CN=Users,DC=sales,DC=east,DC=oracle,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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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ernate Servers 테이블:

Alternate Servers 테이블은 고립된 도메인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 다른 서버 옵션 
및 중복성을 제공합니다. 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제공하지 않은 경우 최상위 기본 
인증서가 사용됩니다. 대체 서버에는 최상위 인증서 모드와 동일한 규칙 및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서버마다 고유한 인증서 상태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유한 
인증서 명령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ID 2에 인증서가 있는 Alternate Servers 테이블을 보여 줍니다.

"details(세부 정보)"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인증서 정보가 표시됩니다. 

■ DNS Locator Queries 테이블:

DNS Locator Queries 테이블은 DNS 서버를 쿼리하여 인증에 사용할 호스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ID Address(주소) Port(포트) 인증서 상태

1 - 0 certificate not 
present

2 10.8.136.165 0 certificate present 
(details)

항목 설명

Issuer(발행 기관)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 기관입니다.

Subject(보안 주체) 인증서의 발행 대상 서버 또는 도메인입니다.

Valid From(유효 기
간 시작 날짜)

인증서 유효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Valid Until(유효 기
간 끝 날짜)

인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입니다.

Serial Number
(일련 번호)

인증서의 일련 번호입니다.

Version(버전) 인증서의 버전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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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로케이터 서비스 쿼리는 명명된 DNS 서비스를 식별합니다. 포트 ID는 일반
적으로 레코드의 일부이지만 <PORT:636> 형식을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DOMAIN> 대체 표시자를 사용하여 인증할 도메인과 관련된 명명된 서비스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 – DNS 로케이터 쿼리가 작동하려면 DNS 및 DNS 로케이터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어
야 합니다.

6. Save(저장)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 Active Directory 인증 및 권한 부여 문제 해결(웹)
시작하기 전에

■ Active Directory 설정을 구성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Expanded Search Mode(확장 검색 모드) 등록 정보를 구성하려면 서버 또는 CMM에
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4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Strict Credential Error Mode(엄격한 자격 증명 오류 모드) 등록 정보를 구성하려면 
서버 또는 CMM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1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인증 및 권한 부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Active Directory를 클릭합니다.

Active Directo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Log Detail(로그 정보)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벤트 로그에 캡처할 세부 정보 수준을 
선택합니다.

옵션으로는 None(없음), High(높음), Medium(보통), Low(낮음) 및 Trace(추적)가 
있습니다.

4. Save(저장)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이름 도메인

1 _ldap._tcp.gc._msdcs.<DOMAIN>.<PORT:3269>

2 _ldap._tcp.dc._msdcs.<DOMAIN>.<PORT: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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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을 시도하여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System Monitoring(시스템 모니터링) 탭에서 Event Logs(이벤트 로그)를 선택
합니다.

b. Filter(필터) 드롭다운 목록에서 Custom Filter(사용자 정의 필터)를 선택합니다.

c. Event Class(이벤트 클래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ActDir을 선택합니다.

d.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모든 Active Directory 이벤트가 이벤트 로그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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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구성 

▼ LDAP 서버 설정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LDAP 서버 설정을 수정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LDAP 서버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에서 인증하는 모든 사용자 계정에 암호화 형식으로 저장된 사용자 계
정 암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Oracle ILOM에서는 LDAP 인증 시 다음 암호화 형식 변형 중 하나로 저장된 암호만 
지원합니다.
userPassword: {CRYPT}ajCa2He4PJhNo

또는

userPassword: {CRYPT}$1$pzKng1$du1Bf0NWBjh9t3FbUgf46

2. 개체 클래스 posixAccount 및 shadowAccount를 추가하고 이 스키마에 필요한 
등록 정보 값을 채웁니다(RFC 2307). 필요한 등록 정보 값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Oracle ILOM 웹 인터페이
스에서 LDAP 설정 관리

• 60페이지의 "LDAP 서버 설정 
구성(웹)"

• 61페이지의 "LDAP용 Oracle 
ILOM 구성(웹)"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

필요한 등록 정보 설명

uid Oracle ILOM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

uidNumber 임의의 고유 번호

gidNumber 임의의 고유 번호

userPassword Password(암호)

homeDirectory 임의의 값(이 등록 정보는 Oracle ILOM에서 무시됨)

loginShell 임의의 값(이 등록 정보는 Oracle ILOM에서 무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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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acle ILOM 사용자 계정에 대한 LDAP 서버 액세스를 활성화하도록 LDAP 서버
를 구성합니다.

익명 바인드를 허용하도록 LDAP 서버를 활성화하거나, LDAP 서버에 Oracle ILOM
을 통해 인증될 모든 사용자 계정에 대해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이 있는 프록시 사용
자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LDAP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LDAP용 Oracle ILOM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LDAP 설정을 수정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을 활성화해
야 합니다.

Oracle ILOM에서 LDAP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LDAP를 선택합니다.

LDAP Settings(LDAP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LDAP settings(LDAP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등록 정보에 대한 값을 지정합니다.

■ State(상태) - LDAP 사용자를 인증하려면 Enabled(사용)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 Role(역할) - Role(역할)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본 LDAP 사용자 역할
(Administrator, Operator 또는 Advanced 역할)을 지정합니다.

■ Address(주소) - Address(주소) 텍스트 상자에 LDAP 서버의 IP 주소 또는 DNS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 Port(포트) - Port(포트) 텍스트 상자에서 기본 LDAP 포트 번호(389)를 적용하거
나 기본 포트 번호를 수정합니다.

■ Searchbase(검색 기준) - Searchbase(검색 기준) 텍스트 상자에 사용자를 검색할 
LDAP 서버 분기를 입력합니다.

■ Bind DN(바인드 DN) - Bind DN(바인드 DN) 텍스트 상자에 LDAP 서버에 있
는 읽기 전용 프록시 사용자의 고유 이름(DN)을 입력합니다. 사용자를 검색하고 
인증하려면 Oracle ILOM에 LDAP 서버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Bind Password(바인드 암호) - Bind Password(바인드 암호) 텍스트 상자에 읽
기 전용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4. Save(저장)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5. LDAP 인증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LDAP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여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주 – Oracle ILOM은 LDAP 사용자보다 로컬 사용자를 먼저 검색합니다. LDAP 사용자 
이름이 로컬 사용자로 존재하는 경우 Oracle ILOM은 로컬 계정을 인증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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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SSL 설정 구성(웹)

▼ LDAP/SSL 설정 보기 및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LDAP/SSL 설정을 수정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 Optional User Mapping(선택적 사용자 매핑) 등록 정보를 수정하려면 서버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4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LDAP/SSL 설정을 보고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LDAP/SSL을 클릭합니다.

LDAP/SSL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LDAP/SSL 페이지에는 3개 섹션이 있습니다.

■ 대상 및 등록 정보가 포함된 위쪽 섹션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Oracle ILOM 웹 인터페
이스에서 LDAP/SSL 설
정 관리

• 62페이지의 "LDAP/SSL 설정 
보기 및 구성(웹)"

• 65페이지의 "LDAP/SSL 테이
블 구성(웹)"

• 68페이지의 "LDAP/SSL 인증 
및 권한 부여 문제 해결(웹)"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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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정보가 포함된 가운데 섹션

■ LDAP/SSL 테이블이 포함된 아래쪽 섹션

3. LDAP/SSL Settings 페이지 위쪽 섹션에 표시된 LDAP/SSL 설정을 구성합니다.

LDAP/SSL 설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등록 정보(웹) 기본값 설명

State(상태) Disabled(사용 
안 함)

Enabled(사용) | Disabled(사용 안 함)

Roles(역할) (none) Administrator | Operator | Advanced | (none)

모든 인증된 LDAP/SSL 사용자에게 부여된 액세스 역할입
니다. 이 등록 정보는 기존 역할(A이dministrator 또는 
Operator) 또는 개별 역할 ID('a', 'u', 'c', 'r', 'o' 및 's')의 조
합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aucros에서 a=Admin, u=
User Management, c=Console, r=Reset and Host 
Control, o=Read-Only 및 s=Service입니다. 역할을 구성하
지 않으면 LDAP/SSL 서버를 사용하여 역할이 지정됩니다.

Address(주소) 0.0.0.0 LDAP/SSL 서버의 IP 주소 또는 DNS 이름입니다.

Port(포트) 0 서버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autoselect 옵션
이 활성화된 경우 포트는 0으로 설정됩니다.
비표준 TCP 포트가 사용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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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DAP/SSL Settings(LDAP/SSL 설정) 페이지의 위쪽 섹션에서 Save(저장)를 클릭
하여 이 섹션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5. LDAP/SSL Settings(LDAP/SSL 설정) 페이지의 중간 섹션에서 LDAP/SSL 인증서 
정보를 봅니다.
LDAP/SSL 인증서 설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6. Strict Certificate Mode(엄격한 인증서 모드)가 활성화된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합
니다.

주 – Strict Certificate Mode(엄격한 인증서 모드)를 비활성화하면 데이터는 보호되지
만 인증서가 필요 없게 됩니다.

Timeout(제한 
시간)

4 초 단위의 시간 제한 값입니다.
개별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초)입
니다. 구성에 따라 트랜잭션 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값은 
모든 트랜잭션의 총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등록 정보를 사용하여 서버가 응답하지 않거나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대기할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trict 
Certificate 
Mode(엄격한 
인증서 모드)

Disabled(사용 
안 함)

Enabled(사용) | Disabled(사용 안 함)
사용할 경우 인증 시 서버 인증서 내용이 디지털 서명으로 
확인됩니다. Strict Certificate Mode(엄격한 인증서 모드)
를 Enabled(사용)로 설정하려면 먼저 인증서를 로드해야 
합니다.

Optional User 
Mapping

Disabled(사용 
안 함)

Enabled(사용) | Disabled(사용 안 함)
Oracle ILOM 3.0.4부터 선택적 사용자 매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하면 고유 이름(DN) 대신 대체 속성이 사
용자 자격 증명 인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자격 증
명 검증을 위해 단순 사용자 로그인 이름을 DN으로 변환하
려면 이 등록 정보를 사용합니다.
User Attribute Mapping Parameters 대화 상자를 활성화
하고 수정하려면 Edit를 클릭한 다음 Save를 클릭합니다.

Log Detail
(로그 정보)

None(없음) None(없음) | High(높음) | Medium(보통) | Low(낮음)
이벤트 로그에 기록할 진단 정보의 양을 지정합니다. 

등록 정보 표시 설명

Certificate File 
Status(인증서 
파일 상태)

Certificate not 
present(인증서 없음)

인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읽기 전용 표시
기입니다.

Certificate File 
Status(인증서 
파일 상태)

Certificatepresent(인
증서 있음) (details
(세부 정보))

(details(세부 정보)) 링크를 클릭하여 발행 기관, 보
안 주체, 일련 번호, 유효 날짜 및 버전에 대한 인증
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웹) 기본값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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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증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데 필요한 다음 매개 변수를 지정하여 "Certificate 
File Upload(인증서 파일 업로드)" 섹션을 완료하십시오.

b. 인증서를 업로드하려면 Load Certificate(인증서 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c. 인증서가 로드되면 (details(세부 정보))를 클릭하여 인증서에 대한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다.

▼ LDAP/SSL 테이블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LDAP/SSL 설정을 수정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 Optional User Mapping(선택적 사용자 매핑) 등록 정보를 수정하려면 서버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4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전송 방법 필수 매개 변수

Browser(브라우저) File Name(파일 이름)

TFTP Host(호스트)
Filepath(파일 경로)

FTP Host(호스트)
Filepath(파일 경로)
Username(사용자 이름)
Password(암호)

SCP Host(호스트)
Filepath(파일 경로)
Username(사용자 이름)
Password(암호)

항목 설명

Issuer(발행 기관)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 기관입니다.

Subject(보안 주체) 인증서의 발행 대상 서버 또는 도메인입니다.

Valid From(유효 기
간 시작 날짜)

인증서 유효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Valid Until(유효 기
간 끝 날짜)

인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입니다.

Serial Number(일련 
번호)

인증서의 일련 번호입니다.

Version(버전) 인증서의 버전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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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SSL 테이블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LDAP/SSL을 클릭합니다.

LDAP/SSL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LDAP/SSL 페이지 아래쪽에서 구성할 테이블 카테고리에 액세스하기 위한 링크를 
클릭합니다.

■ Admin Groups

■ Operator Groups

■ Custom Groups

■ User Domains

■ Alternate Servers

4. 개별 테이블의 라디오 버튼을 활성화한 다음 Edit(편집)를 클릭합니다.

5. 테이블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기본 데이터로 LDAP/SSL 데이터의 예상 형식을 보여 줍니다.

■ Admin Groups 테이블:

Admin Groups 테이블에는 고유 이름(DN) 형식의 LDAP/SSL 그룹 이름이 포함
됩니다.

■ Operator Groups 테이블:

Operator Groups 테이블에는 고유 이름(DN) 형식의 LDAP/SSL 그룹 이름이 포
함됩니다.

ID 이름

1 CN=SpSuperAdmin,OU=Groups,DC=sales,DC=east,DC=oracle,DC=com

2

ID 이름

1 CN=SpSuperOper,OU=Groups,DC=sales,DC=east,DC=oracle,DC=co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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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 Groups 테이블:

Custom Groups 테이블에는 고유 이름(DN) 형식, 단순 이름 형식 또는 NT 스타
일 이름의 LDAP/SSL 그룹 이름이 포함됩니다. 항목의 관련 역할도 구성할 수 있
습니다. 항목 1에 나열된 이름은 단순 이름 형식을 사용합니다.

■ User Domains 테이블:

User Domains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 도메인입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한 이름은 특정 도메인 이름으로 형식이 지정됩니다. 사용자 인
증은 입력된 사용자 이름과 구성된 사용자 도메인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항목 1은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인증 시도가 실패한 경우 LDAP/SSL이 사용하게 
될 전체 고유 이름을 보여 줍니다.

■ Alternate Servers 테이블:

Alternate Servers 테이블은 인증을 위한 중복성을 제공합니다. 인증서가 필요하
지만 제공하지 않은 경우 최상위 기본 인증서가 사용됩니다. 대체 서버에는 최상
위 인증서 모드와 동일한 규칙 및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서버마다 고유한 인증
서 상태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유한 인증서 명령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ID 이름 Roles(역할)

1 custom_group_1 Admin, User Management, Console, Reset and 
Host Control, Read Only (aucro)

ID 도메인

1 UID=<USERNAME>,OU=people,DC=oracle,DC=com

2

ID Address(주소) Port(포트) 인증서 상태

1 - 0 certificate not 
present

2 - 0 certificate not 
present

3 10.7.143.246 0 certificate present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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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는 ID 2에 인증서가 있는 Alternate Servers 테이블을 보여 줍니다.

"details"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 LDAP/SSL 인증 및 권한 부여 문제 해결(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LDAP/SSL 설정을 수정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 Optional User Mapping(선택적 사용자 매핑) 등록 정보를 수정하려면 서버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4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LDAP/SSL 인증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LDAP/SSL을 클릭합니다.

LDAP/SSL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Log Detail(로그 정보)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벤트 로그에 캡처할 세부 정보 수준을 
선택합니다.

옵션으로는 None(없음), High(높음), Medium(보통), Low(낮음) 및 Trace(추적)가 
있습니다.

항목 설명

Issuer(발행 기관)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 기관입니다.

Subject(보안 주체) 인증서의 발행 대상 서버 또는 도메인입니다.

Valid From(유효 기
간 시작 날짜)

인증서 유효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Valid Until(유효 기
간 끝 날짜)

인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입니다.

Serial Number(일련 
번호)

인증서의 일련 번호입니다.

Version(버전) 인증서의 버전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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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ve(저장)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5.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이벤트를 생성하도록 인증을 시도합니다.

a. System Monitoring(시스템 모니터링) --> Event Logs(이벤트 로그)를 선택합니다.

b. Filter(필터) 드롭다운 목록에서 Custom Filter(사용자 정의 필터)를 선택합니다.

c. Event Class(이벤트 클래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LdapSsl을 선택합니다.

d. OK(확인)를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모든 LDAP/SSL 이벤트가 이벤트 로그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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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US 구성(웹)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Oracle ILOM 웹 인터
페이스에서 RADIUS 
설정 관리

• 71페이지의 "RADIUS 설정 구성(웹)"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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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US 설정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RADIUS 설정을 수정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RADIUS 설정을 수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RADIUS를 선택합니다.

RADIUS Settings(RADIUS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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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DIUS Settings(RADIUS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웹 등록 정보에 대한 값을 지정
합니다. 

4. Save(저장)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등록 정보(웹) 기본값 설명

State(상태) Disabled(사용 
안 함)

Enabled | Disabled

RADIUS 클라이언트를 활성화할지, 비활성화할지 지정합
니다.

Role(역할) Operator Administrator | Operator | Advanced Roles

모든 인증된 RADIUS 사용자에게 부여된 액세스 역할입니
다. 이 등록 정보는 기존 역할(Administrator 또는 
Operator) 또는 개별 역할 ID('a', 'u', 'c', 'r', 'o' 및 's')의 조
합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aucros에서 a=Admin, u=
User Management, c=Console, r=Reset and Host 
Control, o=Read Only, s=Service입니다. 

Address(주소) 0.0.0.0 RADIUS 서버의 IP 주소 또는 DNS 이름입니다. DNS 이름
을 사용할 경우 DNS가 구성되어 있고 작동해야 합니다.

Port(포트) 1812 RADIUS 서버와 통신하는 데 사용할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
다. 기본 포트는 1812입니다.

Shared Secret (none)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클라이언트 및 서버가 서로를 인
식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공유 암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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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상태 및 서비스 작업 관리(웹)

관련 정보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고장 관리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구성 요소 상태 및 서비스 작업 관리

설명 링크

시스템 구성 요소 정보 및 서비
스 작업을 보고 관리하기 위한 
웹 절차

• 74페이지의 "구성 요소 상태 정보 보기(웹)"
• 75페이지의 "구성 요소 제거 준비(웹)"
• 76페이지의 "구성 요소를 서비스로 되돌리기(웹)"
• 76페이지의 "구성 요소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웹)"
• 77페이지의 "Oracle ILOM에서 감지한 고장 지우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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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요소 상태 정보 보기(웹)
구성 요소 상태 정보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 Components(구성 요소)를 클릭합니다.

Component Management(구성 요소 관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구성 요소에 오류가 발생하면 구성 요소 이름의 왼쪽에 라디오 버튼이 나타납니다.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 상태를 확인합니다. 구성 요소 이름 옆에 라디오 버튼
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성 요소의 이름을 클릭하여 상태를 확인합니다.

선택한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다음 그림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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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요소 제거 준비(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시스템 구성 요소 작업을 관리하려면 Reset and Host Control(r)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 제거를 준비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 Components(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Component Management(구성 요소 관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제거할 구성 요소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라디오 버튼이 없는 구성 요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4. Actions(작업) 드롭다운 목록에서 Prepare to Remove(제거 준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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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요소를 서비스로 되돌리기(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시스템 구성 요소 작업을 관리하려면 Reset and Host Control(r)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구성 요소를 서비스를 되돌리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 Components(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Component Management(구성 요소 관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서비스로 되돌릴 구성 요소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4. Actions(작업) 드롭다운 목록에서 Return to Service(서비스로 되돌리기)를 선택합
니다.

▼ 구성 요소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시스템 구성 요소 작업을 관리하려면 Reset and Host Control(r)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구성 요소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 Components(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Component Management(구성 요소 관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구성 요소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4. Actions(작업) 드롭다운 목록에서 Enable(활성화) 또는 Disable(비활성화)을 선택
합니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구성 요소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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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ILOM에서 감지한 고장 지우기(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고장을 지우려면 Admin(a)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고 서버 SP 또는 
CMM에 Oracle ILOM 펌웨어 3.0.3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고장을 보거나 지우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Oracle ILOM에서 감지한 고장난 구성 요소의 상태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 Fault Management(고장 관리)를 클릭합
니다.

Fault Management(고장 관리) 페이지가 나타나고 고장난 구성 요소를 ID, FRU 
및 시간 기록별로 나열합니다.

b. 고장난 구성 요소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고장난 구성 요소의 ID를 클릭합니다.

고장난 구성 요소에 대한 추가 정보가 대화 상자에 나타납니다.

주 – 또는 Component Management(구성 요소 관리) 페이지에서 특정 구성 요소의 고
장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Component Management(구성 요소 관리) 페이지에서 고장 
상태 정보를 볼 구성 요소 이름을 선택합니다.

3. 시스템에서 고장난 구성 요소를 해결하거나 대체합니다.

고장난 구성 요소를 해결하거나 대체한 후에는 ILOM에서 고장 상태를 지워야 합니다.

4. Oracle ILOM에 표시된 고장난 구성 요소의 상태를 지우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 Components(구성 요소) 탭을 클릭합니다.

b. Component Management(구성 요소 관리) 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한 구성 요소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활성화한 다음 Clear Faults(고장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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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센서 모니터링 및 이벤트 로그 
관리(웹)

관련 정보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시스템 모니터링 및 경고 관리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시스템 센서, 표시기 및 이벤트 로그 모니
터링

■ Oracle ILOM 3.0 프로토콜 관리 참조, 재고 및 구성 요소 관리

설명 링크

Oracle ILOM에서 센서 등록 정보 
보기 

• 80페이지의 "센서 표시값 보기(웹)"

Oracle ILOM에서 시스템 표시기, 
시계 및 시간대 설정 관리

• 80페이지의 "시스템 표시기 구성(웹)"
• 81페이지의 "시계 설정 구성(웹)"
• 82페이지의 "시간대 설정 구성(웹)"

Oracle ILOM에서 이벤트 로그 필터
링, 보기, 지우기 및 구성

• 82페이지의 "이벤트 로그 출력 필터링(웹)"
• 84페이지의 "Oracle ILOM 이벤트 로그 보기 및 지우
기(웹)"

• 86페이지의 "원격 Syslog 수신기 IP 주소 구성(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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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표시값 보기(웹)
Oracle ILOM에서 센서 표시값을 보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System Monitoring(시스템 모니터링) --> Sensor Readings(센서 표시값)를 클릭합
니다.

Sensor Readings(센서 표시값)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주 – 서버의 전원이 꺼지면 많은 구성 요소가 "표시값이 없는" 상태로 표시됩니다. 

3. Sensor Readings(센서 표시값)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구성할 센서의 이름을 찾아봅니다.

b. 해당 센서와 관련된 등록 정보 값을 볼 센서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액세스할 수 있는 별개의 센서 대상 유형 및 액세스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서버 플랫폼과 함께 제공되는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 표시기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표시기 상태를 구성하려면 User Management(u) 역할을 활성화해
야 합니다.

시스템 표시기 상태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System Monitoring(시스템 모니터링) --> Indicators(표시기)를 선택합니다.

Indicators(표시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주 – 서버의 전원이 꺼지면 많은 표시기가 "표시값이 없는" 상태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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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dicators(표시기) 페이지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구성할 표시기의 이름을 찾아봅니다.

b. 표시기의 상태를 변경하려면 변경할 표시기와 연결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Actions(작업) 목록 상자에서 Turn LED Off(LED 끄기) 또는 Set LED 
to Fast Blink(LED를 빠르게 깜박이도록 설정)를 선택합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c. OK(확인)를 클릭하여 변경을 확인합니다.

▼ 시계 설정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시계 설정을 지정하려면 Admin(a)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이 절차를 완료하려면 NTP 서버의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시계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Clock(시계)을 클릭합니다.

Clock Settings(시계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Clock Settings(시계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기존의 설정을 봅니다.

■ 호스트 서버 SP의 날짜 및 시간을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4단계를 참조하십시오.

■ 호스트 서버 SP의 날짜 및 시간을 NTP 서버와 동기화합니다. 5단계를 참조하십
시오.

4. 호스트 서버 SP의 날짜 및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a. Date(날짜) 입력란에 날짜를 mm/dd/yy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b. Time(시간) 목록 상자에서 시간과 분을 설정합니다.

c. 6단계로 이동합니다.

5. NTP 서버의 IP 주소를 구성하고 동기화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a. Synchronize Time Using NTP(NTP를 사용하여 시간 동기화) 옆에 있는 
Enabled(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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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rver 1(서버 1) 입력란에 사용할 기본 NTP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c. (선택 사항) Server 2(서버 2) 입력란에 사용할 보조 NTP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

6. Save(저장)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다음에 대한 플랫폼별 시계 정보는 Oracle Sun 서버 플랫폼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 SP를 재부트해도 Oracle ILOM의 현재 시간이 유지되는지 여부.

■ 호스트 부트 시 Oracle ILOM의 현재 시간을 호스트와 동기화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간을 저장하는 실시간 시계 요소가 있는지 여부.

▼ 시간대 설정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서 시간대 설정을 지정하려면 Admin(a)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시간대 설정에 대한 등록 정보 값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Timezone(시간대)을 클릭합니다.

Timezone Settings(시간대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Timezone(시간대)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시간대 설정을 지정합니다.

다음에 대한 플랫폼별 시계 정보는 Oracle Sun 서버 플랫폼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 SP를 재부트해도 Oracle ILOM의 현재 시간이 유지되는지 여부.

■ 호스트 부트 시 Oracle ILOM의 현재 시간을 호스트와 동기화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간을 저장하는 실시간 시계 요소가 있는지 여부.

▼ 이벤트 로그 출력 필터링(웹)
Oracle ILOM 이벤트 로그 출력을 필터링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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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ystem Monitoring(시스템 모니터링) --> Event Logs(이벤트 로그)를 선택합니다.

Event Log(이벤트 로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Event Log(이벤트 로그) 페이지의 Filter(필터) 목록 상자에서 다음 표준 필터 중 하
나를 클릭합니다.

■ All Events(모든 이벤트)

■ Class(클래스): Fault(고장)

■ Type(유형): Action(작업)

■ Severity(심각도): Down(다운)

■ Severity(심각도): Critical(위험)

4. 또는 Custom Filter(사용자 정의 필터)에 대한 다음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클래스 이벤트 유형 심각도

Developer(개발자) Log(로그) Debug(디버그)

Email(전자 메일) Connection(연결) Down(다운)

Captive Shell(고정 쉘) Send(보내기) Critical(위험)

Backup(백업) Command Entered(명령 입력) Major(주요)

Restore(복원) State(상태) Minor(사소)

Reset(재설정) Action(작업)

Chassis(섀시) 고장(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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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ILOM 이벤트 로그 보기 및 지우
기(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 이벤트 로그를 지우려면 Admin(a)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System Monitoring(시스템 모니터링) --> Event Logs(이벤트 로그)를 선택합니다.

Event Log(이벤트 로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Event Log(이벤트 로그)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항목 전환 - 테이블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탐색 컨트롤을 사용하여 테
이블의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앞뒤로 탐색합니다.

많은 수의 항목을 선택하면 적은 수의 항목을 선택했을 때보다 웹 인터페이스의 
응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Audit(감사) Repair(수리)

IPMI Warning(경고)

고장(Fault)

System(시스템)

ActDir

이벤트 클래스 이벤트 유형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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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을 스크롤하여 화면의 항목 보기 - 다음 표에서는 로그에 나타나는 각 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 이벤트 로그 지우기 - 이벤트 로그를 지우려면 Clear Event Log(이벤트 로그 지
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확인 대화 상자에서 
OK(확인)를 클릭하여 항목을 지웁니다.

주 – Oracle ILOM 이벤트 로그에는 IPMI 항목의 사본을 비롯하여 많은 이벤트 유형이 
누적됩니다. Oracle ILOM 이벤트 로그를 지우면 IPMI 항목을 비롯한 로그의 모든 항목
이 지워집니다. 그러나 Oracle ILOM 이벤트 로그 항목을 지울 경우 IPMI 로그에 직접 
게시된 실제 항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열 레이블 설명

Event ID(이벤트 
ID)

1번부터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는 이벤트 번호.

Class/Type(클래
스/유형)

• Audit/Log(감사/로그) - 구성 변경을 유발하는 명령. Description(설
명)에는 사용자, 명령, 명령 매개 변수 및 성공/실패가 포함됩니다.

• IPMI/Log(IPMI/로그) - IPMI SEL에 있는 이벤트는 관리 로그에도 있
습니다.

• Chassis/State(섀시/상태) - 부품 변경 및 일반적인 시스템 상태 변경.
• Chassis/Action(섀시/작업) - 서버 모듈/섀시 종료 이벤트, 시스템이 
켜진 상태에서 FRU 삽입/제거 및 Reset Parameters(매개 변수 재설정) 
버튼 누름에 대한 범주.

• Fault/Fault(고장/고장) - 고장 관리 고장의 경우. Description(설명)은 
오류가 감지된 시간 및 의심되는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 Fault/Repair(고장/수리) - 고장 수리의 경우 Description(설명)은 구
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Severity(심각도) Debug(디버그), Down(다운), Critical(위험), Major(주요) 또는 Minor(사소).

Date/Time(날짜/
시간)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
가 Oracle ILOM 시간을 설정하도록 활성화된 경우 Oracle ILOM 시계는 
UTC(Universal Coordinated Time)를 사용하게 됩니다.

Description(설명) 이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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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Syslog 수신기 IP 주소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원격 syslog 수신기 IP 주소를 설정하려면 Admin(a)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원격 syslog 수신기 IP 주소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Syslog를 클릭합니다.

Syslog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IP Address 1(IP 주소 1) 및 2 필드에서 syslog 데이터를 보낼 두 위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4. Save(저장)를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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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구성 요소 및 Zone Manager 
모니터링(웹)

관련 정보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저장소 모니터링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저장소 구성 요소 모니터링

■ Oracle ILOM 3.0 CMM 관리, Zone Manager

설명 링크

HDD 및 RAID 제어기에 대한 저장
소 세부 정보 보기 및 모니터링

• 88페이지의 "저장소 구성 요소 모니터링 요구 사항"
• 88페이지의 "RAID 제어기 세부 정보 보기 및 모니터
링(웹)"

• 90페이지의 "RAID 제어기에 연결된 디스크에 대한 
세부 정보 보기 및 모니터링(웹)"

• 92페이지의 "RAID 제어기 볼륨 세부 정보 보기 및 모
니터링(웹)"

Sun Blade 6000 또는 6048 시리즈 
모듈식 시스템에 설치된 SAS-2 저
장 장치에 대한 Zone Manager 설정 
관리

• 93페이지의 "SAS-2 저장 장치에 대한 Zone Manager 
활성화 및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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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구성 요소 모니터링 요구 사항
■ 일부 Oracle Sun 서버는 이 장에 설명된 저장소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장소 모니터링 기능이 플랫폼 서버에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플랫폼 Oracle ILOM 추가 안내서 또는 플랫폼 서버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저장소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하는 Oracle 서버의 경우 Oracle ILOM에서 저장소 모
니터링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하드웨어 관리 팩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이 하드웨어 관리 팩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rver 
Hardware Management Pack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서버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8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저장소 구성 요소를 보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 정보 및 예는 Oracle ILOM 
일상적인 관리 3.0 개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RAID 제어기 세부 정보 보기 및 모니터
링(웹)
시작하기 전에

■ 88페이지의 "저장소 구성 요소 모니터링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RAID 제어기 정보를 보고 모니터링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Storage(저장소) --> RAID --> Controllers(제어
기)를 클릭합니다.

시스템에 설치된 RAID 제어기에 대한 구성 세부 정보가 나열된 Controller Monitoring
(제어기 모니터링)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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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된 RAID 제어기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FRU 등록 정보 및 값에 액세스하려면 RAID 제어기 이름을 클릭합니다.

RAID 제어기 FRU 등록 정보 및 값을 나열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RAID 제어기에 대한 토폴로지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RAID 제어기 이름 옆에 있
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Show Topology(토폴로지 표시)를 클릭합니다. 해
당 RAID 제어기에 대한 토폴로지 세부 정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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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D 제어기에 연결된 디스크에 대한 
세부 정보 보기 및 모니터링(웹)
시작하기 전에

■ 88페이지의 "저장소 구성 요소 모니터링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RAID 제어기에 연결된 저장 디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 모니터링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Storage(저장소) --> RAID --> Disks(디스크)를 
클릭합니다.

RAID 제어기에 연결된 디스크에 대한 구성 세부 정보를 나열하는 Disks Monitoring
(디스크 모니터링)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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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크와 관련된 FRU 등록 정보 및 값을 보려면 디스크 이름을 클릭합니다.

디스크 FRU 등록 정보 및 값을 나열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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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D 제어기 볼륨 세부 정보 보기 및 모
니터링(웹)
시작하기 전에

■ 88페이지의 "저장소 구성 요소 모니터링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RAID 제어기 볼륨 정보를 보고 모니터링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Storage(저장소) --> RAID --> Volumes(볼륨)를 
클릭합니다.

RAID 컨트롤러에 구성된 RAID 볼륨에 대한 구성 세부 정보를 나열하는 Volume 
Monitoring(볼륨 모니터링)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볼륨과 관련된 FRU 등록 정보 및 값을 보려면 볼륨 이름을 클릭합니다.

볼륨 등록 정보 및 값을 나열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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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2 저장 장치에 대한 Zone Manager 활
성화 및 비활성화
Oracle Sun Blade 6000 또는 Sun Blade 6048 모듈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Oracle 
ILOM 3.0.10부터 추가된 새 영역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 관리 기능은 
Oracle Sun Blade 6000 또는 Sun Blade 6048 모듈식 시스템에 설치된 SAS-2 저장소 장
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ILOM에서 SAS-2 섀시 저장 장치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Blade 3.0 및 Sun Blade 6000 모듈식 시스템용 Oracle ILOM 
3.0 CMM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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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경고 및 전자 메일 알림 관리(웹)

관련 정보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시스템 모니터링 및 경고 관리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시스템 경고 관리

■ Oracle ILOM 3.0 프로토콜 관리 참조, 재고 및 구성 요소 관리

설명 링크

시스템 경고 관리 요구 사항 확인 • 96페이지의 "경고 규칙 구성 관리(웹)"

전자 메일을 사용하여 받는 사람
에게 시스템 경고 알림

• 99페이지의 "전자 메일 알림 경고에 사용할 SMTP 클라
이언트 구성(웹)"
95



경고 규칙 구성 관리(웹)

경고 규칙 구성에 대한 요구 사항
■ 전자 메일 알림 경고를 정의하려면 Oracle ILOM에서 전자 메일 알림을 보내는 데 사
용되는 보내는 전자 메일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보내는 전자 메일 서버를 구성하
지 않으면 Oracle ILOM에서 전자 메일 알림을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 SNMP v3 트랩 경고를 정의하려면 Oracle ILOM에서 SNMP 사용자 이름을 SNMP 
사용자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사용자를 SNMP 사용자로 정의하지 않으면 
SNMPv3 경고를 받는 사람이 SNMP 경고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게 됩니다.

■ 경고 규칙 구성을 관리하려면 Admin(a)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Oracle ILOM에서 테스트 전자 메일 경고를 실행하려면 플랫폼 서버 또는 CMM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4 이상의 펌웨어를 실행해야 합니다.

▼ 경고 규칙 만들기 또는 편집(웹)
시작하기 전에

■ 96페이지의 "경고 규칙 구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경고 규칙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Alert Management(경고 관리)를 클릭합니다.

Alert Settings(경고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경고 관리 요구 사항 확인 • 96페이지의 "경고 규칙 구성에 
대한 요구 사항"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경고 규칙 구성 관리 • 96페이지의 "경고 규칙 만들기 

또는 편집(웹)"
• 97페이지의 "경고 규칙 비활성
화(웹)"

• 98페이지의 "특정 경고 규칙에 
대한 테스트 경고 보내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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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ert Settings(경고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만들거나 편집할 경고 규칙의 라디오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b. Actions(작업) 목록 상자에서 Edit(편집)를 선택합니다.

경고 규칙과 관련된 등록 정보 값을 표시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c. 등록 정보 대화 상자에서 경고 유형, 경고 수준 및 경고 대상 값을 지정합니다.

지정한 경고 유형이 IPMI Pet이면 IPMI Pet 대상 주소를 정의해야 합니다.

지정한 경고 유형이 SNMP 트랩이면 SNPMP 대상 주소와 포트 및 SNMP 버전과 
커뮤니티 이름을 정의해야 합니다.

지정한 경고 유형이 전자 메일이면 대상 전자 메일 주소를 정의하고 해당되는 경
우 필터 및 사용자 정의 보내기 옵션에 대한 선택적 설정을 정의해야 합니다.

주 – 각 경고 규칙 유형에 대해 하나의 대상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 규칙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등록 정보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설명서에서 경고 관리 관련 절을 참조하십시오.

d. Save(저장)를 클릭하여 지정한 값을 적용하고 등록 정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 경고 규칙 비활성화(웹)
시작하기 전에

■ 96페이지의 "경고 규칙 구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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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경고 규칙을 비활성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Alert Management(경고 관리)를 클릭합니다.

Alert Settings(경고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Alert Settings(경고 설정) 페이지에서 비활성화하려는 경고 규칙의 라디오 버튼을 
활성화한 다음 Actions(작업) 목록 상자에서 Edit(편집)를 선택합니다.

경고 규칙에 대해 정의할 수 있는 등록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등록 정보 대화 상자의 Alert Levels(경고 수준) 목록 상자에서 Disabled(사용 안 함)
를 선택합니다.

5. Save(저장)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등록 정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 특정 경고 규칙에 대한 테스트 경고 보내기(웹)
시작하기 전에

■ 96페이지의 "경고 규칙 구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하나 이상의 경고 규칙에 대한 테스트 전자 메일 경고를 보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Alert Management(경고 관리)를 클릭합니다.

3. Alert Settings(경고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테스트 전자 메일 경고
를 보냅니다.

a. 테스트할 각 경고 규칙 옆의 라디오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b. Test Rule(규칙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경고 규칙 대상에 텍스트 전자 메일 경
고를 보냅니다.

주 – 각 경고 규칙에 대해 IPMI PET 대상 주소, 전자 메일 대상 주소 및 SNMP 트랩 대
상 주소 경고 유형 중 하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고 유형을 구성하려면 96페이지의 
"경고 규칙 만들기 또는 편집(웹)"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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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메일 알림 경고에 사용할 SMTP 클라
이언트 구성(웹)

▼ 전자 메일 경고에 SMTP 클라이언트 사용(웹)
시작하기 전에

■ SM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려면 Admin(a)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구성된 전자 메일 알림 경고를 생성하려면 Oracle ILOM 클라이언트를 전자 메일 경
고 메시지를 보낼 SMTP 클라이언트로 설정해야 합니다.

■ Oracle ILOM 클라이언트를 SMTP 클라이언트로 설정하기 전에 전자 메일 알림을 처
리할 보내는 SMTP 전자 메일 서버의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 SMTP Client(SMTP 클라이언트)를 클릭합니다.

SMTP Client(SMTP 클라이언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SMTP Client(SMTP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다음 설정을 지정하여 전자 메일 알림 
경고 보내기를 활성화합니다.

4. Save(저장)를 클릭하여 SMTP 설정을 적용합니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전자 메일을 사용하여 받
는 사람에게 시스템 경고 
알림

• 99페이지의 "전자 메일 경고에 
SMTP 클라이언트 사용(웹)"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 CMM

SMTP 설정 설명

SMTP State(SMTP 상태) SMTP State(SMTP 상태) 확인란을 활성화합니다.

SMTP Server IP(SMTP
서버 IP)

전자 메일 알림을 처리할 보내는 SMTP 전자 메일 서버의 IP 주소
를 입력합니다.

SMTP Port(SMTP 포트) 보내는 SMTP 전자 메일 서버의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시스템 경고 및 전자 메일 알림 관리(웹)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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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인터페이스의 전원 모니터
링 및 관리(웹)

관련 정보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전력 소비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전력 소비 모니터링 및 관리

■ Oracle ILOM 3.0 프로토콜 관리 참조, 전력 소비 모니터링 및 관리

설명 링크

Oracle ILOM 펌웨어 포인트 릴리스
별 전원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업데
이트 확인

• 102페이지의 "전원 관리 기능 업데이트 요약(웹)"

Oracle ILOM에서 전원 모니터링 및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관리 수행

• 104페이지의 "시스템 전력 소비 모니터링(웹)"
• 108페이지의 "전원 정책 설정을 구성하여 서버 전원 
사용량 관리(웹)"

• 112페이지의 "전력 소비 임계값 알림 구성(웹)"
• 113페이지의 "구성 요소 전력 할당 분배 모니터링 및 
구성(웹)"

• 123페이지의 "서버 전력 한도 등록 정보 구성(웹)"
• 126페이지의 "CMM 전원 공급 장치 중복성 등록 정보 
모니터링 또는 구성(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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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관리 기능 업데이트 요약(웹)
다음 표에는 Oracle ILOM 3.0 이후의 향상된 전원 관리 기능 및 설명서 업데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표: 전원 관리 기능 업데이트

새롭거나 향상된 기능
펌웨어 포인트 
릴리스 설명서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웹 절차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전력 소비 메트릭 
모니터링

Oracle 
ILOM 3.0 

• 전원 관리 메트릭에 대한 새 용어 및 정의
• 새 System Monitoring(시스템 모니터링) --> Power 

Management Consumption Metric(전원 관리 소비 
메트릭) 등록 정보

• 장치 전력 소비 모니터링을 위해 새로 추가된 CLI 및 
웹 절차

• 104페이지의 "시스
템 전력 소비 모니
터링(웹)"

전원 정책 등록 정
보 구성

Oracle 
ILOM 3.0

• 새 전원 정책 등록 정보 설명
• 전원 정책 설정 구성을 위해 새로 추가된 CLI 및 웹 절차

• 108페이지의 "전원 
정책 설정을 구성
하여 서버 전원 사
용량 관리(웹)"

전력 소비 기록 모
니터링

Oracle 
ILOM 3.0.3

• 새 전력 소비 기록 메트릭
• 전력 소비 모니터링을 위해 새로 추가된 CLI 및 웹 절차

• 106페이지의 "전원 
기록 통계 모니터
링(웹)"

전력 소비 알림 임
계값 구성

Oracle 
ILOM 3.0.4

• 새 전력 소비 알림 임계값 설정
• 전력 소비 임계값 구성을 위해 새로 추가된 CLI 및 웹 
절차

• 112페이지의 "전력 
소비 임계값 알림 
구성(웹)"

할당 전력 분배 메
트릭 모니터링

Oracle 
ILOM 3.0.6

• 새 구성 요소 할당 분배 메트릭
• 전력 할당 모니터링을 위해 새로 추가된 CLI 및 웹 절차
• 블레이드 슬롯의 허용 전력 구성을 위해 새로 추가된 

CLI 및 웹 절차

• 113페이지의 "구성 
요소 전력 할당 분
배 모니터링 및 구
성(웹)"

전력 할당 등록 정
보 구성

Oracle 
ILOM 3.0.6

• 새 전력 할당 등록 정보
• 전력 할당 등록 정보 구성을 위해 새로 추가된 CLI 및 
웹 절차

• 123페이지의 "서버 
전력 한도 등록 정
보 구성(웹)"

CMM 시스템의 전
원 공급 장치 중복
성 등록 정보 구성

Oracle 
ILOM 3.0.6

• CMM 시스템의 새로운 전원 공급 장치 중복성 등록 
정보

• CMM 시스템의 전원 공급 장치 중복성 등록 정보 구
성을 위해 새로 추가된 CLI 및 웹 절차

• 126페이지의 
"CMM 전원 공급 
장치 중복성 등록 
정보 모니터링 또
는 구성(웹)"

Distribution(분배) 
탭이 Server Power 
Allocation
(서버 전력 할당) 탭
으로 바뀜

Oracle 
ILOM 3.0.8

• 서버 SP에 대해 Oracle ILOM 웹 Distribution(분배) 
탭이 Allocation(할당) 탭으로 바뀜

• 서버 전력 할당 등록 정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웹 절차

• 113페이지의 "구성 
요소 전력 할당 분
배 모니터링 및 구
성(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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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할당) 탭이 
Server Limit
(서버 한도) 탭으로 
바뀜

Oracle 
ILOM 3.0.8

• 서버 SP에 대해 Oracle ILOM 웹 Budget(할당) 탭이 
Limit(한도) 탭으로 바뀜

• 전력 한도 등록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웹 절차

• 123페이지의 "서버 
전력 한도 등록 정
보 구성(웹)"

CMM 전원 관리용 
웹 인터페이스 레이
아웃 업데이트

Oracle 
ILOM 3.0.10

• 전원 관리용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 새로 추
가된 최상위 탭

• CMM에 대해 수정된 Oracle ILOM 웹 Power 
Consumption(전력 소비) 탭 등록 정보

• CMM에 대해 Oracle ILOM 웹 Distribution(분배) 탭
이 Allocation(할당) 탭으로 바뀜

• CMM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Power 
Management Metrics(전원 관리 메트릭) 탭 제거

• 블레이드 슬롯의 허가 제한(이전에는 할당 가능 전력
이라고 함)을 구성하는 웹 절차 업데이트

• 105페이지의 "시스
템 전력 소비 모니
터링(웹)"

• 117페이지의 
"CMM 구성 요소 
전력 할당 보기"

• 121페이지의 
"CMM의 블레이드 
슬롯에 대한 허가 
제한 구성(Oracle 
ILOM 3.0.10 이상)"

• 117페이지의 
"CMM 구성 요소 
전력 할당 보기"

Power 
Management 
Statistic(전원 관리 
통계) 탭

Oracle 
ILOM 3.0.14

• History(기록) 탭의 Power Statistics(전원 통계) 테이
블이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Statistics(통
계) 탭으로 이동함

• 106페이지의 "전원 
기록 통계 모니터
링(웹)"

표: 전원 관리 기능 업데이트(계속)

새롭거나 향상된 기능
펌웨어 포인트 
릴리스 설명서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웹 절차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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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력 소비 모니터링(웹)

전력 소비 모니터링 요구 사항(웹)
이 절에 설정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안내서에 정의된 전원 모니터링 용어를 검토하
십시오.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안내서에서 시스템 전력 소비 메트릭 관련 절에 
설명된 향상된 웹 인터페이스 기능을 검토하십시오.

주 – 이 절에 설명된 전력 소비 기능은 사용 중인 플랫폼 서버 또는 CMM에서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버 또는 CMM에서 이 절에 설명된 전력 소비 기능이 지원되는지 
확인하려면 서버 또는 CMM에 제공된 Oracle ILOM 추가 안내서 또는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제공되는 전력 소비 메트릭에 액세스하려면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Oracle ILOM에서 제공되는 전력 소비 기록 메트릭
에 액세스하려면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3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Oracle 
ILOM에서 제공되는 향상된 전력 소비 등록 정보 및 임계값 알림 등록 정보에 액세스
하려면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4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주 – 전력 소비 기록은 Oracle ILOM CLI 및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제공됩니다. 이 
정보는 IPMI 또는 SNMP를 통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시스템 전력 소비 모니터링 필수 
조건 검토

• 104페이지의 "전력 소비 모니
터링 요구 사항(웹)"

• x86 서버 SP
• SPARC 서버
• CMMOracle ILOM에서 전력 소비 

등록 정보 모니터링
• 105페이지의 "시스템 전력 소
비 모니터링(웹)"

• 106페이지의 "개별 전원 공급 
장치 소비량 모니터링(웹)"

Oracle ILOM에서 전력 소비 기
록 모니터링

• 106페이지의 "전원 기록 통계 
모니터링(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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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전력 소비 모니터링(웹)
시작하기 전에

■ 104페이지의 "전력 소비 모니터링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총 시스템 전력 소비를 모니터링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서버 또는 CMM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3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Consumption(소비)을 클릭합니다.

■ 서버 또는 CMM에서 Oracle ILOM 3.0.3 이전 버전을 실행하는 경우 System 
Monitoring(시스템 모니터링) -->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를 클릭합니다.

Power Consumption(전력 소비)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주 – 이 기능에 대한 플랫폼 서버 구현에 따라 전원 모니터링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플랫폼별 세부 정보 또는 이 기능에 대한 절차는 Oracle ILOM 추가 안내서 또는 플랫폼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3. Power Consumption(전력 소비) 페이지에서 실제 전력, 대상 제한, 최대 허용 전력
에 대해 제공되는 전원 메트릭을 볼 수 있습니다.

주 – Power Consumption(전력 소비) 페이지의 등록 정보는 서버 SP의 경우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8부터, CMM의 경우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10부터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이러한 등록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
리 개념 안내서에서 전원 메트릭에 대한 향상된 웹 기능 관련 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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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전원 공급 장치 소비량 모니터링(웹)
● 센서를 보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80페이지의 "센서 표시값 보기(웹)"를 참조하십시오.

▼ 전원 기록 통계 모니터링(웹)
시작하기 전에

■ 104페이지의 "전력 소비 모니터링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전력 기록 통계를 모니터링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서버 또는 CMM에서 Oracle ILOM 3.0.3 이전 버전의 펌웨어를 실행하는 경우 
System Monitoring(시스템 모니터링) -->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를 클
릭한 다음 Power History(전원 기록) 링크를 클릭합니다.

■ 서버 또는 CMM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3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History(기록)를 클릭합니다.
106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ILOM) 3.0 일상적인 관리 - 웹 절차 안내서 • 2011년 7월



■ 서버 또는 CMM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14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Statistics(통계)를 클릭하여 전원 통계를 보
거나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History(기록)를 클릭하여 전원 기록을 
봅니다.

전원 모니터링 기록 용어에 대한 정의는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안내
서에서 전원 모니터링 용어 관련 절을 참조하십시오.

주 –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3부터 History(기록) 탭에 제공된 Statistic(통계) 테
이블이 Oracle ILOM 3.0.14에서 Statistic(통계) 탭으로 이동했습니다.

CMM 전원 기록 예

3. 장치가 특정 기간 동안 소비한 전원의 샘플 데이터 세트를 보려면 Power History(전
력 기록) 테이블의 Sample Set(샘플 세트) 열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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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정책 설정을 구성하여 서버 전원 사용
량 관리(웹)

전원 정책 구성을 위한 필수 조건(웹)
이 절에 설정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안내서에 정의된 전원 모니터링 용어를 검토하
십시오.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안내서에서 전원 정책 설정 관련 절에 설명된 
향상된 웹 인터페이스 기능을 검토하십시오.

주 – 이 절에 설명된 전원 정책 기능은 사용 중인 플랫폼 서버에서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절에 설명된 전원 정책 기능이 서버에서 지원되는지 확인하려면 서버에 제
공된 Oracle ILOM 추가 안내서 또는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x86 서버의 Oracle ILOM에서 전력 소비 정책 등록 정보를 구성하려면 Admin(a) 역
할 권한이 활성화되고 서버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3 이하를 실행해야 합
니다.

■ SPARC 서버의 Oracle ILOM에서 전력 소비 정책 등록 정보를 구성하려면 Admin(a) 
역할 권한이 활성화되고 서버에서 ILOM 3.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웹 인터페이스의 Limit(한도) 탭에 표시되는 전력 상한값 지정 정책을 구성하려면 
Admin(a) 역할 권한이 활성화되고 서버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8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전원 정책 및 사용 등록 
정보 구성을 위한 필수 
조건 검토

• 108페이지의 "전원 정책 구
성을 위한 필수 조건(웹)"

• x86 서버 SP 
• SPARC 서버

전력 소비를 제어하도
록 정책 구성

• 109페이지의 "전력 소비 정
책 구성(웹)"

• x86 서버 SP(Oracle ILOM 3.0.4 
이전)

• SPARC 서버

전원 상한값 지정을 제
어하도록 정책 구성 

• 110페이지의 "전력 상한값
에 대한 서버 전원 정책 구
성(웹)"

• x86 서버 SP 
• SPARC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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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소비 정책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108페이지의 "전원 정책 구성을 위한 필수 조건(웹)"을 검토합니다.

Oracle Sun 서버에 대한 전력 소비 정책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서버에서 Oracle ILOM 3.0.3 이전 버전의 펌웨어를 실행하는 경우 System 
Monitoring(시스템 모니터링) -->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를 클릭하여 
Power Policy(전원 정책) 설정을 표시합니다.

주 – Oracle ILOM 3.0.4부터 Power Management Consumption(전원 관리 소비) 페이
지의 Power Policy(전원 정책) 설정이 x86 서버의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제
거되었습니다.

■ SPARC 서버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4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Settings(설정)를 클릭하여 Power Policy(전원 정책) 
설정을 표시합니다.

3. Power Policy(전원 정책) 목록 상자에서 Performance(성능) 또는 Elastic을 선택합
니다.

■ Performance(성능) - 사용 가능한 모든 전원을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lastic(탄력적) - 시스템 전원 사용이 현재 사용률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
어 작업 부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서 항상 70%의 상대적 사용률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요소의 전력 소비량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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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ower Policy(전원 정책) 설정은 Oracle ILOM 3.0.4부터 x86 서버의 웹 및 CLI 인
터페이스에서 제거되었습니다.

4. 새 설정을 적용하려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 전력 상한값에 대한 서버 전원 정책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108페이지의 "전원 정책 구성을 위한 필수 조건(웹)"을 검토합니다.

전력 상한값에 대한 서버 전력 한도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Limit(한도)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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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wer Limit(전력 한도) 페이지에서 아래 표에 설명된 대로 전원 상한값 지정을 위
한 정책 설정을 구성합니다.

주 – 최상의 전력 상한값 유지 성능을 위해 모든 고급 서버 전력 한도 등록 정보에 대해 
기본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력 한도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등록 정보 설명

Policy(정책) Policy(정책) 등록 정보를 사용하여 전력 상한값 정책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Policy(정책) 등록 정보에서 적용할 전력 
상한값 유형을 지정합니다.
• Soft - Only cap if actual power exceeds target limit(소
프트 - 실제 전력이 목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한
값 적용). 소프트 상한 옵션 설정한 경우 실제 전력의 상한
값을 목표 한도 이내로 설정하는 유예 기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System default(시스템 기본값). 이 옵션을 선택하면 플
랫폼 서버에서 지정한 기본 최적 유예 기간 등록 정보 값
이 적용됩니다.
또는

- Custom(사용자 정의). 이 옵션은 선택하면 사용자가 지
정한 유예 기간 등록 정보 값이 적용됩니다.

• Hard - Fixed cap keeps Peak Permitted power under 
Target Limit(하드 - 고정 상한값이 최대 허용 전력을 목
표 한도 이내로 유지). 이 상한값 옵션을 활성화하면 유예 
기간 없이 전력 상한값이 서버에 영구적으로 설정됩니다.

Violation Actions(위반 조치) Violation Actions(위반 조치) 등록 정보를 사용하면 지정된 
전원 정책 유예 기간 내에 전력 목표 한도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Oracle ILOM에서 적용할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지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None(없음). 이 옵션을 설정하면 전력 목표 한도에 도달
할 수 없는 경우 Oracle ILOM에서 상태 오류 메시지를 표
시하여 지정된 전력 상한값 한도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
립니다.

또는

• Hard Power Off(강제 전원 끄기). 이 옵션을 설정하면 전
력 목표 한도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Oracle ILOM에서 다
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상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서버의 강제 전원 끄기를 시작합니다.

참고 – Violation Actions(위반 조치)의 기본 옵션은 None(없
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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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 임계값 알림 구성(웹)

▼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알림 임계값 보기 및 구성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안내서에 정의된 전원 모니터링 용어를 검토하
십시오.

■ 플랫폼 서버 또는 CMM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4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전력 소비 구성 변수를 수정하려면 Oracle ILOM에서 Admin(a)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1. Oracle ILOM SP 또는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웹 인터페이스 페이지에서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Consumption(소비)
을 클릭합니다.

Power Consumption(전력 소비)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Power Consumption(전력 소비) 페이지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Notification Threshold(알림 임계값) (1) 또는 (2)에 대해 Enabled(사용) 확인란
을 클릭(선택)합니다.

b. 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라 Watts(와트) 입력란에 알림 임계값 와트 값을 지정합니다.

c.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Oracle ILOM에서 전력 
소비 알림 임계값 보기 
또는 구성

• 112페이지의 "웹 인터페
이스를 사용하여 알림 임
계값 보기 및 구성"

• x86 서버
• SPARC 서버
• 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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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전력 할당 분배 모니터링 및 
구성(웹)

전력 할당 분배 요구 사항(웹)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안내서에 정의된 전원 모니터링 용어를 검토하
십시오.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안내서에서 구성 요소 할당 전력 분배에 대한 
개념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 플랫폼 서버 또는 CMM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6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
다. 이 절에 설명된 일부 절차를 수행하려면 서버 SP 또는 CMM에서 일상적인 관리 
ILOM 3.0.1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전력 소비 또는 할당 구성 등록 정보 값을 수정하려면 Oracle ILOM에서 Admin(a)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주 –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8부터 서버 SP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Distribution(분배) 탭의 이름이 Allocation(할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Oracle ILOM 펌
웨어 버전 3.0.10부터 CMM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Distribution(분배) 탭
의 이름이 Allocation(할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구성 요소 전력 할당에 대
한 필수 조건 검토

• 113페이지의 "전력 할당 분배 
요구 사항(웹)"

• x86 서버
• SPARC 서버
• CMM

서버 또는 CMM의 구성 
요소 할당 메트릭 보기

• 114페이지의 "서버 구성 요소 
전력 할당 보기(웹)"

• 117페이지의 "CMM 구성 요소 
전력 할당 보기"

• x86 서버
• SPARC 서버
• CMM

섀시의 블레이드 슬롯에 
대한 허용 전력 구성 

• 120페이지의 "CMM의 블레이
드 슬롯에 대한 허용 전력 구성
(Oracle ILOM 3.0.6 이상)"

• 121페이지의 "CMM의 블레이
드 슬롯에 대한 허가 제한 구성
(Oracle ILOM 3.0.10 이상)"

• 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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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구성 요소 전력 할당 보기(웹)
시작하기 전에

■ 113페이지의 "전력 할당 분배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서버 구성 요소 전력 할당을 검토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웹 인터페이스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서버에서 ILOM 펌웨어 버전 3.0.6을 실행하는 경우 Power Management(전원 관
리) --> Distribution(분배)을 클릭합니다.

■ 서버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8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Allocation(할당)을 클릭합니다.

Power Distribution(전력 분배) 또는 Power Allocation Plan(전력 할당 계획) 페이지
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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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당 전원 테이블에서 전원 용량 계획에 대한 다음 시스템 전원 요구 사항을 확인합
니다.

■ System Power Map(시스템 전원 맵) - 이 표는 Allocated Power(할당된 전원), 
Installed Hardware Minimum(설치된 하드웨어 최소값), Peak Permitted 
Power(최대 허용 전력) 및 Target Limit(목표 한도)와 같은 시스템 전원 등록 정
보의 총 전력 할당 값(와트)을 나타냅니다.

■ Per Component Power Map(단위 구성 요소 전원 맵) - 이 표는 각 서버 구성 요
소 카테고리(예: 메모리) 및 각 서버 구성 요소(예: ME_PO_D0)에 대해 할당된 전
원 와트 값을 나타냅니다. 또한 할당된 전원 값의 상한값을 지정할 수 있는지도 
나타냅니다.

▼ 서버 전력 한도 등록 정보 구성(Oracle ILOM 3.0.8 
이상)(웹)
시작하기 전에

■ 113페이지의 "전력 할당 분배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8 이상을 실행하는 서버에 대한 전력 한도 등록 정보를 설
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Limit(한도) 
탭을 선택합니다.

주 –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Distribution(분배) 탭은 Oracle ILOM 3.0.8부
터 Limit(한도)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Power Limit(전력 한도)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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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wer Limit(전력 한도) 페이지에서 다음 전력 한도 등록 정보를 보거나 수정합니다.

주 – 최상의 전력 상한값 유지 성능을 위해 모든 고급 서버 전력 한도 등록 정보에 대해 
기본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력 한도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Power Limit(전력 한도) 등록 정보 설명

Power Limiting(전력 한도) 이 등록 정보를 사용하여 전력 한도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Target Limit(목표 한도) 와트 또는 백분율 단위로 목표 한도를 설정합니다. 이 값은 설치된 하드웨
어 최소 전력과 허용 전력 사이에 속해야 합니다.
참고 –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Allocation(할당) 탭에서 
Installed Hardware Minimum Power(설치된 하드웨어 최소 전력) 값과 
Allocated Power(허용 전력) 값을 볼 수 있습니다.

Policy(정책) Policy(정책) 등록 정보를 사용하여 전력 상한값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Policy(정책) 등록 정보에서 적용할 전력 상한값 유형을 지정합니다.
• Soft - Only cap if actual power exceeds target limit(소프트 - 실제 
전력이 목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한값 적용). 소프트 상한 옵
션 설정한 경우 실제 전력의 상한값을 목표 한도 이내로 설정하는 유예 
기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System Default(시스템 기본값). 이 옵션을 선택하면 플랫폼 서버에
서 지정한 기본 최적 유예 기간 등록 정보 값이 적용됩니다.
또는

- Custom(사용자 정의). 이 옵션은 선택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유예 기
간 등록 정보 값이 적용됩니다.

• Hard - Fixed cap keeps Peak Permitted power under Target Limit
(하드 - 고정 상한값이 최대 허용 전력을 목표 한도 이내로 유지). 이 옵
션을 사용하면 유예 기간 없이 전력 상한값이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Violation Actions(위반 조치) Violation Actions(위반 조치) 등록 정보를 사용하면 설정된 유예 기간 내
에 전력 목표 한도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Oracle ILOM에서 적용할 설정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지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None(없음). 이 옵션을 설정하면 전력 목표 한도에 도달할 수 없는 경
우 Oracle ILOM에서 상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여 지정된 전력 상한
값 한도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또는

• Hard Power Off(강제 전원 끄기).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전력 목표 한
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Oracle ILOM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 상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서버의 강제 전원 끄기를 시작합니다.

참고 – Violation Actions(위반 조치)의 기본 옵션은 None(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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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M 구성 요소 전력 할당 보기
시작하기 전에

■ 113페이지의 "전력 할당 분배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CMM 구성 요소 전원 할당을 보려면 다음 단계를 수
행합니다.

1. Oracle ILOM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MM 웹 인터페이스 페이지의 왼쪽 창에서 CMM을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
합니다.

■ CMM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6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Distribution(분배) 탭을 선택합니다.

■ CMM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10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Allocation(할당) 탭을 선택합니다.

주 – CMM Power Management(CMM 전원 관리) --> Distribution(분배) 탭이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10에서 Allocation(할당)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CMM Power Allocation Plan(CMM 전력할당 계획)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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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MM Power Allocation(CMM 전력 할당) 페이지에서 전력 할당 값을 봅니다.

■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6 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이 CMM 전력 할당 값이 
표시됩니다.

■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10 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이 CMM 전력 할당 값이 
표시됩니다.

업데이트된 등록 정보 이름 세부 정보

Allocated Power
(할당된 전력)

시스템 섀시에서 전원을 소비하는 모든 CMM 구성 요소의 총 전력 할
당 값(와트)입니다.

Allocatable Power
(할당 가능 전력)

CMM에 블레이드 슬롯에 할당할 수 있는 총 여유 전력(와트).

Blade Slot Power 
Distribution(블레이
드 슬롯 전력 분배)

다음에 대한 전력 할당 값을 표시합니다.
• Allocated Power(할당된 전력) - 이 슬롯의 서버 모듈(블레이드)에 
할당된 총 전력(와트). CMM은 입출력 서버 모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결되지 않은 입출력 서버 모듈을 처리하는 데 충분한 전
원을 할당합니다.

• Permitted Power(허용 전력) - 이 블레이드 슬롯의 서버 모듈에 대
해 허용된 최대 전력 할당.

참고 – 서버 모듈 슬롯에 할당된 허용 전력을 수정하려면 120페이지의 
"CMM의 블레이드 슬롯에 대한 허용 전력 구성(Oracle ILOM 3.0.6 이
상)"을 참조하십시오.

Component Power 
Distribution(구성
요소 전력 분배)

시스템의 각 비 블레이드 구성 요소에 대해 할당된 전원을 표시합니다.

업데이트된 등록
정보 이름 세부 정보

Grantable 
Power(허가 가
능 전력) 
(이름이 바뀐 등
록 정보)

Oracle ILOM 3.0.6의 Allocatable Power(할당 가능 전력)가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10에서 Grantable Power(허가 가능 전력)로 이름이 바뀌었
습니다.
Grantable Power(허가 가능 전력)는 CMM에서 허가 제한을 초과하지 않고 
블레이드 슬롯에 할당할 수 있는 전체 남은 전력(와트)을 나타냅니다. 

Grant Limit(허
가 제한)
(이름이 바뀐 등
록 정보)

Oracle ILOM 3.0.6의 Permitted Power(허용 전력)가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10에서 Grant Limit(허가 제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Grant Limit(허가 제한)는 시스템에서 블레이드 슬롯에 허가할 최대 전력을 
나타냅니다. 블레이드에 허가 제한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120페이
지의 "CMM의 블레이드 슬롯에 대한 허용 전력 구성(Oracle ILOM 3.0.6 이
상)"을 참조하십시오.

Granted Power
(허가된 전력)
(이름이 바뀐 등
록 정보)

Oracle ILOM 3.0.6의 Allocated Power(할당된 전력)가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10에서 Granted Power(허가된 전력)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Granted Power(허가된 전력)는 단일 서버 구성 요소(예: 메모리 모듈), 서버 
구성 요소 범주(모든 메모리 모듈) 또는 모든 서버 전력 소비 구성 요소에서 
소비한 최대 전력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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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M의 블레이드 슬롯에 대한 허용 전력 구성
(Oracle ILOM 3.0.6 이상)
시작하기 전에

■ 113페이지의 "전력 할당 분배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허용되는 블레이드 슬롯 전원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
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웹 인터페이스 페이지의 왼쪽 표시 영역에서 CMM을 클릭한 다음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Distribution(분배)을 클릭합니다.

3. 아래의 Blade Slot Power Distribution(블레이드 슬롯 전력 분배) 테이블로 스크롤
합니다.

4. Blade Slot Power Distribution(블레이드 슬롯 전력 분배) 테이블에서 다음을 수행
합니다.

a. 수정할 블레이드 슬롯 옆의 라디오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b. Edit(편집)를 클릭합니다.

Allocated Power(할당된 전력) 및 Permitted Power(허용 전력) 값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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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화 상자에서 Permitted Power(허용 전력) 값을 수정한 다음 Save(저장)를 클
릭합니다.

주 – 서버 모듈의 전원이 켜지지 않도록 하려면 Permitted Power(허용 전력) 값을 0으
로 설정하면 됩니다.

▼ CMM의 블레이드 슬롯에 대한 허가 제한 구성
(Oracle ILOM 3.0.10 이상)
시작하기 전에

■ 113페이지의 "전력 할당 분배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블레이드 슬롯 허가 제한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웹 인터페이스 페이지의 왼쪽 표시 영역에서 CMM을 선택한 다음 웹 인터페이스 페
이지의 오른쪽 표시 영역에서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Allocation(할당)
을 클릭합니다.

CMM Power Allocation(전력 할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아래의 Blade Slot Grants(블레이드 슬롯 허가) 테이블로 스크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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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lade Slot Grants(블레이드 슬롯 허가) 테이블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수정할 블레이드 슬롯 옆의 라디오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b. Edit(편집)를 클릭합니다. 

블레이드의 전원 구성 정보를 나열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c. Grant Limit(허가 제한) 목록 상자에서 기본 슬롯 최대 허가 제한(1200와트)을 사
용하도록 선택하거나 Custom(사용자 정의)을 클릭하고 전력 허가 값을 입력한 
다음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주 – 블레이드의 전원이 켜지지 않도록 하려면 Grant Limit(허가 제한) 값을 0으로 설정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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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전력 한도 등록 정보 구성(웹)

▼ 서버 전력 한도 등록 정보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안내서에 정의된 전원 모니터링 용어를 검토하
십시오.

■ Oracle ILOM 일상적인 관리 3.0 개념 안내서에서 서버 전력 한도(또는 서버 전력 할
당)에 대한 개념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 서버 전력 한도 등록 정보를 구성하려면 플랫폼 서버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6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전원 관리 구성 등록 정보 값을 수정하려면 Oracle ILOM에서 Admin(a) 역할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주 –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8부터 서버 SP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Budget(할당) 탭의 이름이 Limit(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플랫폼 서버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6을 실행하는 경우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Budget(할당)을 클릭합니다.

■ 플랫폼 서버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8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Limit(한도)를 클릭합니다.

설명 링크 주요 플랫폼 지원

Oracle ILOM에서 서버 전
력 한도 등록 정보 관리

• 123페이지의 "서버 전력 한
도 등록 정보 구성(웹)"

• x86 서버 SP 
• SPARC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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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wer Limit(전력 한도) 페이지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전력 한도 등록 정보를 보거
나 수정합니다.

Power Limit(전력 한도) 등록 정보 설명

Power Limiting(전력 한도) 이 등록 정보를 사용하여 전력 한도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참고 – Power Limiting(전력 한도)은 이전에 Oracle ILOM 
3.0.6에서 Budget(할당) 탭에 있는 Activation State(활성화 
상태)였습니다.

Target Limit(목표 한도) 와트 또는 백분율 단위로 목표 한도를 설정합니다. 이 값은 
설치된 하드웨어 최소 전력과 허용 전력 사이에 속해야 합
니다.
참고 –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6의 Budget(할당) 탭 
옵션 Target Limit(목표 한도)는 이전에 Power Limit(전력 
한도)였습니다.
참고 –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Allocation(할당) 
탭에서 Installed Hardware Minimum Power(설치된 하드웨
어 최소 전력) 값과 Allocated Power(허용 전력) 값을 볼 수 
있습니다.

Status Error Message(오류 상태 
메시지)

Status Error Message(오류 상태 메시지) 읽기 전용 등록 정
보는 Oracle ILOM이 구성된 전력 한도를 유지하지 못한 경
우에만 Limit(한도)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참고 – Status Error Message(오류 상태 메시지) 읽기 전용 
등록 정보는 이전에 Oracle ILOM 3.0.6에서 Budget(할당) 
탭에 있는 Status(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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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최상의 전력 상한값 유지 성능을 위해 모든 고급 서버 전력 한도 등록 정보에 대해 
기본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력 한도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Policy(정책) Policy(정책) 등록 정보를 사용하여 전력 상한값 정책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Policy(정책) 등록 정보에서 적용할 전력 
상한값 유형을 지정합니다.
• Soft - Only cap if actual power exceeds Target Limit

(소프트 - 실제 전력이 목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한값 적용). 소프트 상한 옵션 설정한 경우 실제 전력의 
상한값을 목표 한도 이내로 설정하는 유예 기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System Default(시스템 기본값). 이 옵션을 선택하면 플
랫폼 서버에서 지정한 기본 최적 유예 기간 등록 정보 값
이 적용됩니다.
또는

- Custom(사용자 정의).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지
정한 유예 기간 등록 정보 값이 적용됩니다.

• Hard - Fixed cap keeps Peak Permitted power under 
Target Limit(하드 - 고정 상한값이 최대 허용 전력을 목
표 한도 이내로 유지).  하드 상한 옵션을 설정하면 유예 
기간 없이 전력 상한값이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참고 – Policy(정책)는 이전에 Oracle ILOM 3.0.6에서 
Budget(할당) 탭에 있는 Time Limit(시간 제한)였습니다.

Violation Actions(위반 조치) Violation Actions(위반 조치) 등록 정보를 사용하면 설정된 
유예 기간 내에 전력 목표 한도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Oracle ILOM에서 적용할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지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None(없음). 이 옵션을 설정하면 전력 목표 한도에 도달
할 수 없는 경우 Oracle ILOM에서 상태 오류 메시지를 표
시하여 지정된 전력 상한값 한도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
립니다.

또는

• Hard-Power Off(강제 전원 끄기). 이 옵션을 설정하면 전
력 목표 한도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Oracle ILOM에서 다
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상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서버의 강제 전원 끄기를 시작합니다.

참고 – Violation Actions(위반 조치)의 기본 옵션은 None(없
음)입니다.

Power Limit(전력 한도) 등록 정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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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전원 공급 장치 중복성 등록 정보 
모니터링 또는 구성(웹)

▼ CMM 전원 공급 장치 중복성 등록 정보 보기 또는 
설정(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안내서에 정의된 전원 모니터링 용어를 검토하
십시오.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안내서에서 CMM 시스템의 전원 공급 장치 중
복성에 대한 개념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 CMM 전원 공급 장치 중복성 등록 정보를 구성하려면 플랫폼 서버에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0.6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전원 관리 구성 등록 정보 값을 수정하려면 Oracle ILOM에서 Admin(a) 역할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CMM 전원 공급 장치 중복성 등록 정보 값을 보거나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CMM 인터페이스 페이지의 왼쪽 표시 영역에서 CMM을 클릭한 다음 웹 인터페이
스 페이지의 오른쪽 표시 영역에서 Power Management(전원 관리) --> 
Redundancy(중복성)을 클릭합니다.

Power Management Redundancy(전원 관리 중복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설명 링크 주요 플랫폼 지원

Oracle ILOM에서 CMM 전
원 공급 장치 중복성 등록 정
보 관리

• 126페이지의 "CMM 전원 공
급 장치 중복성 등록 정보 
보기 또는 설정(웹)"

• 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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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dundancy(중복성) 페이지에서 등록 정보를 보거나 구성합니다.

■ Power Supply Redundancy Policy(전원 공급 장치 중복성 정책) - 중복성을 위
해 할당할 전원 공급 장치 수를 선택합니다.

■ None(없음) - 전원 공급 장치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 N+N - 전원 공급 장치의 절반을 보존합니다.

주 – 중복성 정책을 변경하면 CMM이 서버 모듈(블레이드)에 할당하도록 허용된 전원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섀시 Permitted Power(허용 전력)는 사용 가능한 전원 공급 
장치가 제공할 수 있는 전원에서 사용 가능한 중복 전원을 뺀 전원으로 설정됩니다. 또
한 시스템에 제공되는 중복 전원이 없는 경우 전원 공급 장치가 손실되면 시스템의 
Permitted Power(허용 전력)가 줄어듭니다. 시스템의 Permitted Power(허용 전력)
가 이미 할당된 전원 아래로 떨어지면 즉시 조치를 취해 서버 모듈을 꺼서 할당된 전원
을 줄여야 합니다.

■ Redundant Power(중복 전력) - 이 값은 시스템에서 제공합니다. 할당되지 않은 
가용 전력을 나타냅니다.

4.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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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호스트 리디렉션 관리 및 Oracle 
ILOM 원격 콘솔 보안(웹)

관련 정보

■ Oracle ILOM 3.0 원격 리디렉션 콘솔, 원격 호스트 관리 옵션

■ Oracle ILOM 3.0 원격 리디렉션 콘솔, 원격 호스트 Storage Redirection 관리

■ Oracle ILOM 3.0 원격 리디렉션 콘솔, Oracle ILOM 원격 콘솔 보안

설명 링크

Oracle ILOM 원격 콘솔 사용 지침을
찾을 수 있는 위치 정보

• 130페이지의 "원격 호스트 KVMS를 리디렉션하기 위
한 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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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호스트 KVMS를 리디렉션하기 위한 
웹 절차
웹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Oracle ILOM 원격 콘솔에서는 키보드, 비디오, 마우
스, 저장 장치 등에 대한 원격 리디렉션을 제공합니다. Oracle ILOM 원격 콘솔을 사용하
려면 Oracle ILOM에서 Console(c)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ILOM 3.0.16부터 Oracle ILOM 원격 콘솔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정보가 Oracle ILOM 
3.0 원격 리디렉션 콘솔 CLI 및 웹 안내서로 이동되었습니다. Oracle ILOM 원격 콘솔 사
용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 3.0 원격 리디렉션 콘솔, Oracle ILOM 원격 콘솔을 지원하기 위한 초기 
설정 작업

■ Oracle ILOM 3.0 원격 리디렉션 콘솔, Oracle ILOM 원격 콘솔을 사용하여 장치 리디
렉션

■ Oracle ILOM 3.0 원격 리디렉션 콘솔, Oracle ILOM 원격 콘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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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호스트 전원 상태 관리(웹)

관련 정보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원격 호스트 관리 옵션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원격 호스트 전원 상태 관리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BIOS 부트 장치 관리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호스트 서버 콘솔 관리

설명 링크

원격 서버 모듈 또는 CMM의 전원 
상태 제어

• 132페이지의 "원격 서버 SP 또는 CMM에서 전원 상
태 제어(웹)"

x86 호스트 부트 장치 설정 제어 • 133페이지의 "x86 시스템의 부트 장치 호스트 컨트롤 
관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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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서버 SP 또는 CMM에서 전원 상태 
제어(웹)

▼ 서버 SP 웹을 사용하여 원격 호스트 서버의 전원 
상태 제어(웹)
시작하기 전에

■ 원격 호스트 서버의 전원 상태를 제어하려면 Admin(a)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
니다.

원격 호스트 서버의 전원 상태를 제어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Remote Power Control(원격 전원 제어) 탭을 클릭합니다. 

Server Power Control(서버 전원 제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Server Power Control(서버 전원 제어) 페이지의 Action(작업) 메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호스트 서버의 전원 상태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 Reset(재설정) - 이 옵션은 원격 호스트 서버를 즉시 재부트합니다.

■ Immediate Power Off(즉시 전원 끄기) - 이 옵션은 원격 호스트 서버의 전원을 
즉시 끕니다.

■ Graceful Shutdown and Power Off(점진적 종료 및 전원 끄기) - 이 옵션은 원
격 호스트 서버를 끄기 전에 OS를 올바르게 종료합니다.

■ Power On(전원 켜기) (기본값) - 이 옵션은 원격 호스트 서버에 완전 전원을 연
결합니다. 

■ Power Cycle(전원 순환) - 이 옵션은 원격 호스트 서버의 전원을 즉시 끈 다음 원
격 호스트 서버에 완전 전원을 연결합니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원격 호스트 서버 전원 상
태 제어

• 132페이지의 "서버 SP 웹을 사
용하여 원격 호스트 서버의 전
원 상태 제어(웹)"

• x86 시스템 서버 SP
• SPARC 시스템 서버 SP

원격 CMM 전원 상태 제어 • 133페이지의 "CMM 웹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여 원격 섀시 
전원 상태 제어"

• 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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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M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원격 섀시 전원 
상태 제어
시작하기 전에

■ 원격 섀시 및 시스템 구성 요소의 전원 상태를 제어하려면 Admin(a) 역할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섀시 및 시스템 구성 요소의 전원 상태를 제어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CM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Remote Power Control(원격 전원 제어) 탭을 클릭합니다. 

Server Power Control(서버 전원 제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CMM Remote Power Control(원격 전원 제어) 페이지에서 /CH(섀시) 또는 /CH/BL#
(개별 블레이드 슬롯 수)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Action 메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섀시의 전원 상태 및 시스템 구성 요소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 Immediate Power Off(즉시 전원 끄기) - 이 옵션은 블레이드를 포함한 섀시 구
성 요소의 전원을 즉시 끕니다.

■ Graceful Shutdown and Power Off(점진적 종료 및 전원 끄기) - 이 옵션은 블
레이드에서 OS를 올바르게 종료한 다음 시스템 구성 요소를 끕니다.

■ Power On(전원 켜기) - 이 옵션은 시스템 정책이 적용되는 섀시 및 블레이드에 
완전 전원을 제공합니다.

■ Power Cycle(전원 순환) - 이 옵션은 블레이드를 끈 다음 시스템을 자동으로 다
시 켭니다(/CH에는 적용되지 않음).

x86 시스템의 부트 장치 호스트 컨트롤 
관리(웹)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필수 조건 검토 • 134페이지의 "호스트 부트 장
치에 대한 요구 사항(웹)"

• x86 시스템 서버 SP

BIOS의 호스트 부트 장치 
순서 대체

• 134페이지의 "호스트 부트 장
치 구성(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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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부트 장치에 대한 요구 사항(웹)
■ 호스트 부트 장치 구성 등록 정보 값을 수정하려면 Oracle ILOM에서 Reset and Host 

Control(r)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Oracle ILOM의 호스트 컨트롤 BIOS 부트 장치 기능은 x86 시스템 SP에서 지원됩니
다. 이 기능은 CMM 또는 SPARC 시스템 SP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SPARC 시스템
의 Oracle ILOM 호스트 컨트롤 부트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플랫폼 서버 Oracle 
ILOM 추가 안내서 또는 플랫폼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호스트 부트 장치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134페이지의 "호스트 부트 장치에 대한 요구 사항(웹)"을 검토하십시오.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BIOS 부트 장치 설정을 대체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
합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Remote Control(원격 제어) --> Host Control(호스트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Host Control(호스트 컨트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Host Control(호스트 컨트롤) 페이지에서 Next Boot Device(다음 부트 장치) 목록 
상자를 클릭하고 부트 장치 옵션을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부트 장치 옵션:

■ default(기본값) - 값을 default(기본값)로 설정하면 BIOS 설정에 대한 대체가 없
다는 의미입니다. default(기본값)로 설정하면 또한 이전에 선택한 모든 옵션이 
지워집니다.

■ pxe - 값을 pxe로 설정하면 다음 번 호스트 부트 시 BIOS 부트 순서 설정이 일시
적으로 생략되고 대신 호스트가 PXE 부트 사양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부트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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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k(디스크) - 값을 disk(디스크)로 설정하면 다음 번 호스트 부트 시 BIOS 부트 
순서 설정이 일시적으로 생략되고 대신 호스트가 BIOS에 지정된 첫 번째 디스크
를 통해 부트됩니다. 선택하는 특정 디스크는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
로 호스트는 기본적으로 이 옵션을 사용하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 호스트의 동작
이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diagnostic(진단) - 값을 diagnostic(진단)으로 설정하면 다음 번 호스트 부트 시 
BIOS 부트 순서 설정이 일시적으로 생략되고 대신 호스트가 구성된 진단 파티션
으로 부트됩니다.

■ cdrom - 값을 cdrom으로 설정하면 다음 번 호스트 부트 시 BIOS 부트 순서 설정
이 일시적으로 생략되고 대신 호스트가 연결된 CD-ROM 또는 DVD 장치를 통해 
부트됩니다.

■ bios - 값을 bios으로 설정하면 다음 번 호스트 부트 시 BIOS 부트 순서 설정이 
일시적으로 생략되고 대신 BIOS Setup(BIOS 설정) 화면으로 부트됩니다.

4.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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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 서버에서 TPM 및 LDom 상태 
관리(웹)

관련 정보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개념, 원격 호스트 관리 옵션

■ Oracle ILOM 3.0 일상적인 관리 CLI 절차, SPARC 서버의 TPM 및 LDom 상태

설명 링크

SPARC 서버에서 TPM 상태 제어 • 138페이지의 "SPARC 서버에서 TPM 상태 제어(웹)"

SPARC 서버의 LDom(Logical 
Domain) 구성 관리

• 139페이지의 "SPARC 서버에서 LDom 구성 관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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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 서버에서 TPM 상태 제어(웹)

▼ SPARC 서버에서 TPM 상태 제어(웹)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의 TPM 기능은 SPARC 서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PARC 서버는 TPM을 지원하는 버전의 Oracle Solaris를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Oracle Solaris에서 TPM 지원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설명서 또는 서버에 기본 제공되는 플랫폼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SPARC 서버 SP에서 Oracle ILOM 3.0.8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TPM 설정을 수정하려면 Oracle ILOM에서 Reset and Host Control(r) 역할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SPARC 서버에서 TPM 상태를 제어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Remote Control(원격 제어) --> TPM 탭을 클릭합니다.

TPM Settings(TPM 설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TPM Settings(TPM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TPM 상태를 활성화하고 다음에 SPARC 서버가 켜질 때 이러한 상태를 활성화하
려면 다음 TPM 설정에 대해 True를 선택합니다.

■ Enable(사용) - SPARC 서버에서 TPM 상태를 사용하려면 Enable True(사용 
True) 확인란을 클릭(선택)합니다.

■ Activate(활성화) - 다음에 SPARC 서버가 켜질 때 해당 서버에 대한 구성 변
경 사항을 활성화하려면 Activate True(활성화 True) 확인란을 클릭(선택)합
니다.

또는

■ 다음에 SPARC 서버가 켜질 때 이 서버에 활성화된 TPM 상태를 지우려면(비활
성화) 다음 3개의 TPM 설정에 대해 True를 선택합니다.

■ Enable(사용) - SPARC에서 TPM 상태를 비활성화하려면 Enable True(사용 
True)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SPARC 서버에서 TPM 
상태 제어

• 138페이지의 "SPARC 서버에
서 TPM 상태 제어(웹)"

• SPARC 시스템 서버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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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ate(활성화) - SPARC 서버에 대한 구성 변경 사항을 활성화하려면 
Activate True(활성화 True)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Forceclear(강제 해제) - 다음에 SPARC 서버가 켜질 때 이 서버에서 활성화된 
TPM 상태를 지우려면 Forceclear True(강제 해제 True)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SPARC 서버에서 LDom 구성 관리(웹)

SPARC LDom 구성 요구 사항(웹)
저장된 LDom 구성에 대한 Oracle ILOM 설정을 보고 관리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만
족해야 합니다.

■ 적절한 Oracle ILOM 포인트 릴리스 펌웨어가 설치된 SPARC 서버의 Oracle ILOM에 
액세스해야 합니다(아래 주 참고). 

주 – SPARC T3 시리즈 서버에서 LDom 대상 및 등록 정보를 보려면 Oracle ILOM 펌웨
어 버전 3.0.12 이상이 필요합니다.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2.0.0 이상은 (1) 호스트 
SPARC 서버에서 사용할 LDom 구성을 지정하고 (2) 호스트 SPARC 서버에서 컨트롤 도
메인의 부트 등록 정보 값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 호스트 SPARC 서버에 Oracle VM Server for SPARC(Logical Domains Manager) 2.0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호스트 SPARC 서버에는 LDom 구성이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스트 SPARC 서
버에서 LDom 구성을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ogical Domains 
1.3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LDom 호스트 도메인 등록 정보 값을 수정하려면 Oracle ILOM에서 원격 호스트 
Reset and Host Control(r) 역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설명 링크 플랫폼 기능 지원

필수 조건 검토 • 139페이지의 "SPARC LDom 
구성 요구 사항(웹)"

• SPARC 시스템 서버 SP

저장된 LDom 구성에 대
한 Oracle ILOM 설정 보
기 및 관리

• 140페이지의 "SPARC T3 시리
즈 서버에서 저장된 LDom 구
성 보기(웹)"

• 140페이지의 "저장된 LDom 구
성에 호스트 전원 구성(웹)"

• 141페이지의 "저장된 LDom 구
성에 호스트 전원 지정(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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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C T3 시리즈 서버에서 저장된 LDom 구성 
보기(웹)
시작하기 전에

■ 139페이지의 "SPARC LDom 구성 요구 사항(웹)"을 검토하십시오.

SPARC T3 시리즈 서버에서 LDom 구성을 보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SPARC T3 시리즈 서버에서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웹 인터페이스에서 Remote Host(원격 호스트) --> Host Domains(호스트 도메인)를 
클릭합니다.

3. Domain Configurations(도메인 구성) 테이블에서 현재 LDom Manager에 저장된 
LDom 구성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4. Host Domain(호스트 도메인) 페이지에서 변경한 사항을 커밋하려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 저장된 LDom 구성에 호스트 전원 구성(웹)
시작하기 전에

■ 139페이지의 "SPARC LDom 구성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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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LDom 구성에 대한 호스트 전원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SPARC 서버에서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웹 인터페이스에서 Remote Host(원격 호스트) --> Host Domains(호스트 도메인)를 
클릭합니다.

3. Host Domain(호스트 도메인) 페이지에서 Auto Boot(자동 부트) 또는 Boot Guest
(부트 게스트) 확인란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호스트 컨트롤 도메인에 대한 Auto Boot(자동 부트) 확인란은 enabled
로 설정됩니다(서버가 켜지거나 재설정될 때 부트됨).

컨트롤 도메인에서 auto-boot 등록 정보 값을 비활성화하면 자동 재부트가 방지되
고 다음에 전원이 켜지거나 재설정된 후 OpenBoot ok 프롬프트에서 컨트롤 도메인
이 중지됩니다. 게스트 도메인의 부트 게스트 등록 정보 값을 비활성화하면 다음에 
전원이 켜지거나 재설정된 후 게스트 도메인이 부트되지 못합니다.

▼ 저장된 LDom 구성에 호스트 전원 지정(웹)
시작하기 전에

■ 139페이지의 "SPARC LDom 구성 요구 사항(웹)"을 검토합니다.

저장된 LDom 구성에 대한 호스트 전원을 지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SPARC 서버에서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웹 인터페이스에서 Remote Host(원격 호스트) --> Host Boot Mode(호스트 부트 
모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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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버가 부트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방법을 대체하려면 Host Boot Mode Settings
(호스트 부트 모드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지정합니다.

4. Host Boot Mode Settings(호스트 부트 모드 설정) 페이지에서 변경한 사항을 커밋
하려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필드 지침 및 설명

State(상태) State(상태) 목록 상자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Normal(정상). 다음 번 재설정 시 이 옵션이 현재 NVRAM 변수 설정을 
보관합니다.

• Reset NVRAM(NVRAM 재설정). 다음 번 재설정 시 이 옵션이 모든 
OpenBoot 변수를 기본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State(상태)에 따라 재설정 시 부트 모드가 결정됩니다.
주 – Reset NVRAM(NVRAM 재설정) 값은 다음 번 서버 재설정 후 또는 
10분 후 정상(normal)으로 돌아갑니다. Config(구성) 및 Script(스크립트) 
등록 정보는 만료되지 않으며 다음 번 서버 재설정 시 또는 이 필드를 수동
으로 비워 두면 지워집니다. 

Script(스크립트) 부트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Script(스크립트)는 호스트 서버 OpenBoot PROM 펌웨어의 부트 방법을 
제어합니다. 현재 /HOST/bootmode 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DOM 
Config(LDOM 
구성)

저장된 LDom 구성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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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또는 IPv6 Oracle ILOM 연결 문제 
진단

다음 항목에서는 IPv6을 사용하여 Oracle ILOM에 액세스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144페이지의 "Oracle ILOM 연결 문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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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ILOM 연결 문제 진단
IPv6을 사용하여 Oracle ILOM에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144페이지의 표: 일반적
인 IPv6 연결 문제 및 권장되는 해결 방법에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면 IPv6을 사용하여 
Oracle ILOM에 액세스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표: 일반적인 IPv6 연결 문제 및 권장되는 해결 방법

IPv6의 일반적인 연결 문제 권장되는 해결 방법

IPv6 주소를 사용하여 
Oracle ILOM 웹 인터페이
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URL에 IPv6 주소가 대괄호로 묶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fe80::221:28ff:fe77:1402])

IPv6 주소를 사용하여 파
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습
니다.

URL에 IPv6 주소가 대괄호로 묶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load -source tftp://[fec0:a:8:b7:214:rfff:fe01:851d]desktop.pkg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서 
IPv6을 사용하여 Oracle 
ILOM에 액세스할 수 없습
니다.

다른 서브넷에 있는 경우 다음 방법을 시도하십시오.
• Oracle ILOM에 링크-로컬 주소 외에 동적 또는 정적 주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링크-로컬 주소 외에 IPv6 주소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

같은 서브넷에 있는 경우 다음 방법을 시도하십시오.
•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의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페이지 또는 Oracle 

ILOM CLI의 /SP/network/ipv6 대상에서 IPv6 State(IPv6 상태)에 대한 설정
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한된 쉘에서 ping6을 실행합니다.
• 제한된 쉘에서 traceroute를 실행합니다.

이중 스택 IPv4 및 IPv6 네
트워크 환경 내 클라이언
트에서 Oracle ILOM에 액
세스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tate(상태).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의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페
이지 또는 CLI의 /SP/network 대상에서 State(상태)에 대한 설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IPv6 State(IPv6 상태).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의 Network Settings(네트워
크 설정) 페이지 또는 /SP/network/ipv6 대상에서 IPv6 State(IPv6 상태)에 대
한 설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서 
IPv4를 사용하여 Oracle 
ILOM에 액세스할 수 없습
니다.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의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페이지 또는 Oracle 
ILOM CLI의 /SP/network/ipv 대상에서 State(상태)에 대한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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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동 
호스트 OS 구성 지침

다음 항목에서는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의 호스트 OS 연결 지점에 대한 라우팅되지 
않는 IPv4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146페이지의 "호스트 OS에서 내부 USB 이더넷 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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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OS에서 내부 USB 이더넷 장치 구성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의 Oracle ILOM SP 연결 지점에 대한 라우팅되지 않는 IPv4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하려면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의 호스트 OS 연결 지점에 대해
서도 라우팅되지 않는 IPv4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호스트 OS 연결 지점에 
대한 운영 체제별 라우팅되지 않는 정적 IPv4 주소 구성의 일반적인 지침이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IP 주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급업체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주 – Oracle ILOM은 서버에 설치된 내부 USB 이더넷 장치를 호스트 운영 체제의 USB 
이더넷 인터페이스로 제공합니다.

표: 호스트 OS의 내부 USB 이더넷 장치 구성에 대한 일반 지침

운영체제 일반 지침

Windows Server 2008 Windows에서 내부 USB 이더넷 장치를 검색한 후에는 대부분 이 장치의 장치 드라이버
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필요한 드라이버가 없으므로 .inf 파일을 확
인하면 내부 USB 이더넷 장치의 통신 스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inf 파일은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2.1.0 소프트웨어 배포에서 제공됩니다. 이 관리 팩 소프트
웨어는 Oracle 소프트웨어 제품 다운로드 페이지((www.oracle.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inf 파일은 Management Pack 소프트웨어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Management Pack 소프트웨어에서 .inf 파일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rver Hardware Management Pack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2.1.0 소프트웨어 배포에서 .inf 파일을 적용한 후
에는 제어판(시작 --> 제어판)에서 Microsoft Windows 네트워크 구성 옵션을 사용하여 
로컬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의 호스트 OS 연결 지점에 대한 정적 IP 주소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Windows 2008에서 IPv4 주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 설명서 또는 Microsoft Tech Net 사이트
(http://technet.microsoft.com/en-

us/library/cc754203%28WS.10%29.aspx)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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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Oracle Sun 플랫폼 서버에서 지원되는 Linux 운영 체제 설치에는 대부분 내부 이더넷 장
치의 장치 드라이버 설치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USB 이더넷 장치는 Linux 운영 체제에 의해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내부 
이더넷 장치는 대개 usb0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Linux 운영 체제 배포판에 따라 내부 
이더넷 장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지침은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검색된 내부 USB 이더넷 장치를 나타내는 usb0에 해
당하는 정적 IP 주소의 구성 방법을 보여 줍니다.
\>lsusb usb0

 \> ifconfig usb0 169.254.182.77

 \> ifconfig usb0 netmask 255.255.255.0

 \> ifconfig usb0 broadcast 169.254.182.255

 \> ifconfig usb0

 \> ip addr show usb0

주 – 일반적인 ifconfig 단계를 수행하는 대신 인터페이스 구성을 스크립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네트워크 스크립트는 Linux 배포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버전의 Linux에는 네트워크 스크립트를 모델링할 수 있는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inux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장치의 IP 주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 호스트 OS의 내부 USB 이더넷 장치 구성에 대한 일반 지침(계속)

운영체제 일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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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운영 체제 설치에 내부 USB 이더넷 장치 드라이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2.1.0 이상 소프트웨어에서 이더넷 장치의 장치 드라이버
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Management Pack 소프트웨어에서 이 파일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rver Hardware Management Pack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Oracle Solaris Oracle Sun 플랫폼 서버에서 지원되는 Oracle Solaris 운영 체제 설치에는 대부분 내부 
USB 이더넷 장치의 장치 드라이버 설치가 포함됩니다. 이 드라이버가 지원되지 않는 경
우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2.1.0 이상 소프트웨어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용 Oracle Solaris 관련 OS 드라이버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rver Hardware Management Pack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내부 USB 이더넷 장치는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에 의해 자동으로 검색됩니
다. 내부 이더넷 장치는 대개 usbecm0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Oracle Solaris 운영 체제 
배포판에 따라 내부 이더넷 장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에서 로컬 USB 이더넷 장치를 인식한 후에는 해당 USB 이더넷 
장치의 IP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래 명령은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검색된 내부 USB 이더넷 장치를 나타내는 usbecm0에 
해당하는 정적 IP 주소의 구성 방법을 보여 줍니다.
•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IP 인터페이스를 plumb하거나 unplumb합니다.
ifconfig usbecm0 plumb

ifconfig usbecm0 unplumb

•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주소 정보를 설정합니다.
ifconfig usbecm0 netmask 255.255.255.0 broadcast 
169.254.182.255 169.254.182.77

•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ifconfig usbecm0  up

• 인터페이스를 종료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ifconfig usbecm0  down

• 활성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ifconfig -a 

• 연결을 테스트하려면 Oracle Solaris 호스트 또는 SP 내부 USB 이더넷 장치에 대해 
ping을 수행합니다. 
ping <Oracle Solaris 호스트의 IPv4 주소>

ping <SP 이더넷 USB의 IPv4 주소>

주 – 일반적인 ifconfig 단계를 수행하는 대신 인터페이스 구성을 스크립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네트워크 스크립트는 Oracle Solaris 배포에 따라 다를 수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버전에는 네트워크 스크립트를 모델링할 수 있는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racle Solari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장치의 IP 주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Oracle Solaris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 호스트 OS의 내부 USB 이더넷 장치 구성에 대한 일반 지침(계속)

운영체제 일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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