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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 사용

이 CLI 참조는 Sun 서버 및 Sun 블레이드 섀시 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명령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 안내서를 Oracle ILOM 3.2 안내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른 안내서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이 안
내서는 기술 지원 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인증된 Oracle 서비스 공급자 및 시스템 하드웨어를 관리
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설명서” [5]

•“설명서 피드백” [5]

•“제품 다운로드” [5]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번호 체계” [6]

•“Oracle 지원 액세스” [7]

관련 설명서

설명서 링크

•Oracle ILOM 3.2 설명서 라이브러리 http://docs.oracle.com/cd/E37444_01/index.html

•Oracle ILOM 설명서 라이브러리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라이브러리

•x86 서버용 Sun Installation Assistant

•타사 시스템 관리 설명서

•서버 진단 설명서

http://www.oracle.com/goto/ILOM/docs

•모든 Oracle 제품 http://www.oracle.com/documentation

주: 사용자의 Sun 서버 플랫폼과 관련된 Oracle ILOM 설명서를 찾으려면 서버에 대해 제공되는 관리 설명서의 Oracle ILOM 절을 참조하십시
오.

설명서 피드백

다음 위치에서 이 설명서에 대한 피드백을 보낼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goto/docfeedback

제품 다운로드

Oracle ILOM 펌웨어 업데이트는 각 Sun 서버 또는 Sun 블레이드 섀시 시스템의 MOS(My Oracle
Support)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MOS 웹 사이트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제품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다운로드

1. http://support.oracle.com으로 이동합니다.

2. My Oracle Support에 로그인합니다.

3. 페이지 맨 위에서 Patches & Updates 탭을 누릅니다.

http://docs.oracle.com/cd/E37444_01/index.html
http://www.oracle.com/goto/ILOM/docs
http://www.oracle.com/documentation
http://www.oracle.com/goto/docfeedback
http://support.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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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tch Search(패치 검색) 패널에서 Product(제품) 또는 Family(Advanced)(제품군(고급))를
누릅니다.

5. Product Is(제품) 목록 상자에 일치하는 제품 목록이 표시될 때까지 전체 또는 일부 제품 이름
을 입력한 후 원하는 제품 이름을 선택합니다.
제품 이름 예: Sun Fire X4470 M2 Server 또는 Sun Enterprise SPARC T5120

6. Release Is(릴리스) 목록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Release Is(릴리스) 목록 상자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일치하는 제품 폴더 목록을 표시
합니다.

하나 이상의 제품 폴더 아이콘 목록이 표시됩니다.

b. 원하는 소프트웨어 릴리스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예: X4470 M2 SW 1.4 또는 Sun SPARC Enterprise T5120

7. Search(검색)를 누릅니다.
패치 이름 및 설명 목록이 표시된 Patch Search Results 화면이 나타납니다.

8. Patch Search Results(패치 검색 결과) 화면에서 원하는 패치 이름을 선택합니다.

9. Patch Name(패치 이름) 선택 항목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누릅니다.

• Readme –  선택한 패치 Readme 파일을 엽니다.

• Add to Plan - 선택한 패치를 신규 또는 기존 계획에 추가합니다.

• Download – 선택한 패치를 다운로드합니다.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번호 체계

Oracle ILOM에서는 서버 또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서 실행 중인 펌웨어 버전을 확인
하는 데 유용한 펌웨어 버전 번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 번호 체계는 5개 필드의 문자열(예: a
.b.c.d.e)을 포함합니다. 각 필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 Oracle ILOM의 주 버전을 나타냅니다.

•b - Oracle ILOM의 부 버전을 나타냅니다.

•c - Oracle ILOM의 업데이트 버전을 나타냅니다.

•d - Oracle ILOM의 마이크로 버전을 나타냅니다. 마이크로 버전은 플랫폼 또는 플랫폼 그룹별
로 관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플랫폼 제품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 - Oracle ILOM의 나노 버전을 나타냅니다. 나노 버전은 마이크로 버전이 반복되면서 증가하
는 버전입니다.

예를 들어 Oracle ILOM 3.2.2.1.a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Oracle ILOM 3 - 주 버전

•Oracle ILOM 3.2 - 부 버전

•Oracle ILOM 3.2.2 -두번째 업데이트 버전

•Oracle ILOM 3.2.2.1 - 마이크로 버전

•Oracle ILOM 3.2.2.1.a - 3.2.2.1의 나노 버전

작은 정보

Sun 서버 또는 CMM에 설치된 Oracle ILOM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려면 웹 인터페이스에서
System Information > Firmware를 누르거나 명령줄 인터페이스에서 version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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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지원 액세스

Oracle 고객은 My Oracle Support를 통해 온라인 지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ENT:#x0026}id=info를 참조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ENT:#x0026}id=trs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ENT:#x0026}id=info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ENT:#x0026}id=t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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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 명령에 대한 Oracle ILOM 빠른 참조

이 절에서는 공통 Oracle ILOM 3.2.x CLI 명령에 대한 정보를 다룹니다.

이 절에서는 다음 범주의 명령을 다룹니다.

•“시스템 정보 및 관리” [9]

•“호스트 및 시스템 제어” [10]

•“Oracle ILOM 초기 설정 ” [10]

•“시스템 모니터링 및 상태” [10]

•“시스템 인벤토리” [11]

•“Oracle ILOM 유지 관리” [11]

•“Oracle ILOM 구성 관리” [11]

•“Oracle ILOM 도움말” [11]

시스템 정보 및 관리

표 1.1. 시스템 정보 및 관리 명령

작업 CLI 명령

Oracle ILOM 버전 표시 version

시스템 정보 표시 show /System model part_number serial_number

x86 BIOS 버전(Legacy BIOS 플랫폼) 표시 show /System/BIOS version

x86 BIOS 버전(UEFI BIOS 플랫폼) 표시 show /System/Firmware/Other_Firmware/ Firmware_1
version

SPARC 시스템 펌웨어 버전 표시 show /System sys_fw_version

SP IP 주소 표시 show /System ilom_address

SP MAC 주소 표시 show /System ilom_mac_address

호스트 MAC 주소 표시 show /System host_primary_mac_address

로케이터 LED 켜기 set /System locator_indicator=on

로케이터 LED 끄기 set /System locator_indicator=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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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및 시스템 제어

표 1.2. 호스트 및 시스템 제어 명령

작업 CLI 명령

서버 전원 켜기 start /System

서버 전원 끄기 stop [-force] /System

서버 전원 껐다 켜기 reset /System

호스트 콘솔 스트림을 Oracle ILOM으로 재지정 start /HOST/console

다음 부트 시 PXE 강제 부트(x86만 해당) set /HOST boot_device=pxe

다음 부트 시 CD-ROM 또는 DVD로 강제 부트(x86만 해당) set /HOST boot_device=cdrom

다음에 부트할 때 실행되도록 x86 진단을 사용으로 설정 set /HOST/diag state=enabled

시스템 전원을 켤 때 실행되도록 SPARC 진단을 사용으로 설정 set /HOST/diag trigger=power-on-reset
mode=normal

Oracle ILOM 초기 설정

표 1.3. Oracle ILOM 초기 설정 명령

작업 CLI 명령

네트워크 구성 표시 show /SP/network

정적 IPv4 주소 구성 set /SP/network pendingipdiscovery=static
pendingipaddress=address pendingipnetmask=netmask
pendingipgateway=address commitpending=true

정적 IPv6 주소 구성 set /SP/network/ipv6 state=enabled pending_static
_ipaddress=ipv6address

set /SP/network commitpending=true

DHCP 사용 set /SP/network pendingipdiscovery=dynamic
commitpending=true

Oracle ILOM 호스트 이름 설정 set /SP hostname=hostname

시스템 식별자 설정 set /SP system_identifier=identifier

모든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 계정 만들기 create /SP/users/newusername role=aucro [password=password]

호스트 운영자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 계정 만들
기

create /SP/users/newusername role=cro [password=password]

읽기 전용 사용자 계정 만들기 create /SP/users/newusername role=o [password=password]

사용자 계정 삭제 delete /SP/users/username

DHCP에서 검색된 DNS 서버 대체 set /SP/clients/dns auto_dns=disabled
nameserver=nameserver1,nameserver2
searchpath=searchpath1,searchpath2

Oracle ILOM 날짜 및 시간 설정 set /SP/clock datetime=MMDDhhmmYYYY.ss

NTP 서버 구성 set /SP/clients/ntp/server/1 address=address

set /SP/clock usentpserver=enabled

외부 직렬 포트 속도 변경 set /SP/serial/external pendingspeed=9600|19200|38400|57600|
115200 commitpending=true

시스템 모니터링 및 상태

표 1.4. 시스템 모니터링 및 상태 명령

작업 CLI 명령

전체 시스템 상태 확인 show /System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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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CLI 명령

모든 미결 하드웨어 문제 나열 show /System/Open_Problems

Oracle ILOM 시스템 로그 표시 show /System/Logs/list

냉각 요약 정보 표시 show /System/Cooling

실제 시스템 소비 전력 표시 show /System actual_power_consumption

Oracle ILOM 이벤트 로그 표시 show /SP/logs/event/list

Oracle ILOM 감사 로그 표시 show /SP/logs/audit/list

SNMP 트랩 대상 구성 set /SP/alertmgmt/rules/1 type=snmptrap snmp_version=1
level=minor destination=ipaddress destination_port=port
community_or_username=community

시스템 인벤토리

표 1.5. 시스템 인벤토리 명령

작업 CLI 명령

모든 DIMM에 대한 정보 나열 show -level all -output table /System/Memory/DIMMs

모든 CPU에 대한 정보 나열 show -level all -output table /System/Processors/CPUs

모든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정
보 나열

show -level all -output table /System/Power/Power_Supplies

모든 하드 디스크에 대한 정보
나열

show -level all -output table /System/Storage/Disks

Oracle ILOM 유지 관리

표 1.6. Oracle ILOM 유지 관리 명령

작업 CLI 명령

Oracle ILOM 펌웨어 업데이트 load -source URI /SP/firmware

Oracle ILOM SP 재설정 reset /SP

Oracle ILOM 구성 관리

표 1.7. Oracle ILOM 구성 관리

작업 CLI 명령

Oracle ILOM 구성을 출하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 set /SP reset_to_defaults=all

파일에 Oracle ILOM 구성 백업 dump -destination URI /SP/config

파일에서 Oracle ILOM 구성 복원 load -source URI /SP/config

Oracle ILOM 도움말

표 1.8. Oracle ILOM 도움말 명령

작업 CLI 명령

CLI의 일부에서 시스템에 대한 모든 CLI 대상 보기 help targets

대상 또는 등록 정보에 대한 도움말 보기 help targe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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