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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Oracle Solaris 시스템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작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합니다. 문서의 각 절에서는 이러한 작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 참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계정 및 그룹 만들기 및 관리” [2]

■ “시스템 서비스 관리” [2]

■ “시스템 정보, 프로세스, 작업 및 성능 보기 및 제어” [3]

■ “시스템 콘솔, 로컬로 연결된 터미널 장치 및 전원 서비스 관리” [3]

■ “프린터 설정 및 관리” [3]

■ “코어 파일 및 충돌 덤프 정보를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 및 문제 해결” [3]

참고 - 이 문서에서는 Oracle Solaris 운영 체제를 이미 설치하고 시스템을 네트워크에 연결했다고 가정
합니다. 아직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Solaris 11.2 시스템 설치 ”

■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배치 계획 ”

사용자 계정 및 그룹 만들기 및 관리

Oracle Solaris 운영 체제를 설치하고 설치한 시스템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나면 시스템에서 일부 필수
기능을 설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시스템에서 사용자 계정과 사용자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Oracle Solaris 사용자 관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계정 및 사용자 환
경 관리 ”의 “사용자 계정 및 그룹이란?”을 참조하십시오.

먼저 필요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각 사용자에 대한 보안 속성을 적용합니다. 사용자 초기화 파일을 수
정하여 사용자 작업 환경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룹 계정을 만들고 그룹에 대한 보안 설정을 제
어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줄 도구나 User Manager GUI를 사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 절차는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계정 및 사용자 환경 관리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서비스 관리

시스템 관리자의 또 다른 필수 작업은 Oracle Solaris SMF(서비스 관리 기능)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과 시스템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SMF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간에 관
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SMF는 서비스에서 호출할 수 있는 작업도 정의합니다.

참고 - SMF에 익숙하지 않으면 “Oracle Solaris 11.2의 시스템 서비스 관리 ”의 1 장, “서비스 관리 기능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SMF를 사용하면 상태, 등록 정보 값 또는 종속성과 같은 서비스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등록 정보 값을 수정하고 사용자 정의 등록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서비스나 사용자 정의
서비스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시스템 서비스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IOSUI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PLN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USRuserconcept-36940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USRuserconcept-36940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USR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SVFgmteb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SVFgmteb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S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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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프로세스, 작업 및 성능 보기 및 제어

진행 중인 시스템 관리 작업에 시스템 프로세스와 시스템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어가 포함될 수 있습
니다.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에서 제공된 표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호스트 이름, 메모리 또는 프로세서 유
형 같은 시스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이나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같은 정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상태, 프로세스 ID, 프로세스 우선 순위 같은 프로세스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
다. 표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시스템 프로세스를 시작, 중지, 우선 순위 재지정 또는 예약할 수도 있습
니다. 또한 스왑 통계, 디스크 입력 및 출력, 버퍼 작업, 디스크 공간 정보 같은 시스템 성능 정보를 모니
터링할 수 있습니다. 표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개별 작업이나 반복 작업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 중인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시스템 정보, 프
로세스, 성능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고급 시스템 성능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 – “Oracle Solaris 11.2 조정 가능 매개변수 참조 설명
서 ”의 “Oracle Solaris 시스템 조정”

■ Oracle Solaris 영역의 작업 로드 최적화 – “Oracle Solaris 11.2의 리소스 관리 ”의 “리소스 관리 설
정 작업 맵”

■ DTrace를 사용하여 시스템 성능 문제 조사 – “Oracle Solaris 11.2 Dynamic Tracing Guide ”의
“Getting Started”

또한 국제 시스템 환경을 관리 중인 경우에는 “Oracle Solaris 11.2의 국제 언어 환경 설명서 ”를 참조하
십시오.

시스템 콘솔, 로컬로 연결된 터미널 장치 및 전원 서비스 관리

진행 중인 작업에는 시스템 콘솔 및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터미널 장치에 대한 관리도 포함됩니다. 시스
템의 전원도 관리해야 합니다.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에서 이러한 작업은 SMF를 통해 수행합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시스템 정보, 프로세스, 성능 관리 ”의 5 장,
“시스템 콘솔, 터미널 장치 및 전원 서비스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설정 및 관리

시스템 프린터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Solaris 11.2의 인쇄 구성 및 관리 ”의 2 장, “CUPS를 사용하여 프린터 설정(작업)”

■ “Oracle Solaris 11.2의 인쇄 구성 및 관리 ”의 “CUPS Print Manager를 사용하여 프린터 관리(작업
맵)”

코어 파일 및 충돌 덤프 정보를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 및 문제 해
결

필수 작업에는 시스템 문제 처리 준비 및 발생하는 시스템 문제 해결도 포함됩니다. 시스템 충돌은 하드
웨어 오작동, I/O 문제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충돌하면 콘솔에 오
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덤프 장치에 물리적 메모리 복사본이 기록됩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이 자동으로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SYS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SYS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OLTUNEPARAMREFchapter1-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OLTUNEPARAMREFchapter1-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RMrmintro-29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RMrmintro-29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OSDTGgliag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OSDTGgliag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ILEGD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SYSmodsafapp-84569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SYSmodsafapp-84569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PRTcups-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PRTglmdf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PRTglm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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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트됩니다. 또한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때 검사할 수 있는 코어 파일이 생성됩니다. 충돌
덤프 파일과 코어 파일을 만드는 기본 프로세스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충돌 덤프 파일과 코어 파
일을 포함한 다양한 Oracle Solaris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문제를 가져온 원인을 조사하고 시스템을 수
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시스템 관리 문제 해결 ”을 참조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에는 예측적 자가 치
유가 가능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작성 및 배치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MA(Fault
Management Architecture)는 오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문제를 자동으로 진단하며 결함이 있
는 구성 요소를 오프라인 상태로 만듭니다.

결함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에서 결함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설명서

각 Oracle Solaris 릴리스에 대한 설명서 라이브러리에서는 시스템 관리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이 문
서에 설명된 필수 관리 작업 이외에 각 릴리스에 대한 설명서 세트에서는 다음을 다룹니다.

■ 네트워크 관리

■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및 저장소 관리

■ 시스템 보안

■ 가상 환경 만들기 및 사용

이러한 모든 항목 영역에 대한 정보는 설명서 라이브러리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TRB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FM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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