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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 사용

■ 개요 – 프로세서 세트 및 예약 클래스 등의 시스템 리소스를 분할하고 관리하는 응용 프로
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대상 –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경험을 갖춘 프로그래머

■ 필요한 지식 – C 및 Solaris(또는 다른 Unix 유사)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식

제품 설명서 라이브러리

이 제품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알려진 문제는 설명서 라이브러리(http://www.oracle.com/
pls/topic/lookup?ctx=E5634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racle 지원 액세스

Oracle 고객은 My Oracle Support를 통해 온라인 지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를 참조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를 방문하
십시오.

피드백

http://www.oracle.com/goto/docfeedback에서 이 설명서에 대한 피드백을 보낼 수 있
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
http://www.oracle.com/goto/doc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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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1  장 

리소스 관리 소개

Oracle Solaris 리소스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 가능한 시스템 리소스 사
용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컴퓨팅 리소스(예: 프로세서 시간) 할당

■ 할당 사용 방식을 모니터링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 할당 조정

■ 분석, 청구 및 용량 계획에 대한 확장 계정 정보 생성

이 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리소스 관리 개요” [13]

■ “리소스 관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16]

■ “리소스 관리 설정 작업 맵” [17]

리소스 관리 개요

현대식 컴퓨팅 환경은 시스템에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가변 작업 부하에 대해
유연한 응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작업 부하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응용 프로그램 그룹의 모
든 프로세스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리소스 관리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 Oracle Solaris 운영
체제는 새 응용 프로그램 요청에 동적으로 맞춤으로써 작업 부하 요구에 응답합니다. 이 기본
응답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모든 작업에 리소스에 대한 동일한 액세스 권한이 제공됨을 의
미합니다. 리소스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작업 부하를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한

■ 우선 순위에 따라 작업 부하에 리소스 제공

■ 작업 부하를 서로 간에 격리

교차 작업 부하 성능을 최소화하는 기능과 리소스 사용 및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합쳐
서 리소스 관리라고 합니다. 리소스 관리는 알고리즘 컬렉션을 통해 구현됩니다. 알고리즘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 과정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기능 요청을 처리합니다.

리소스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다양한 작업 부하와 관련하여 운영 체제의 기본 동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동작은 기본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하나 이상의 리소스 요청을 제공
할 때 운영 체제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 세트를 말합니다. 리소스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다음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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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허용되지 않을 경우 큰 할당 세트에 대해 한 응용 프로그램을 다른 응용 프로그램
보다 우선하도록 하거나 리소스를 거부합니다.

■ 격리된 방식을 사용하는 대신에, 집합적으로 특정 할당을 처리합니다.

리소스 관리 기능을 사용하는 시스템 구성의 구현은 몇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의 분별 없는 리소스 사용을 방지합니다.

■ 외부 이벤트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를 변경합니다.

■ 리소스가 응용 프로그램 세트에 대해 보장하는 것과 시스템 활용 최대화 목적을 비교 평
가합니다.

리소스 관리 구성을 계획할 때 주요 요구 사항에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시스템에서 경합 중인 작업 부하 식별

■ 기본 작업 부하를 구성하는 성능 요구 사항을 가진 작업 부하와 충돌하지 않는 작업 부하
구분

조정 및 충돌하는 작업 부하를 식별한 후 시스템의 기능 제한 내에서 비즈니스의 서비스 목표
에 최소한의 절충을 제공하는 리소스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리소스 관리는 컨트롤 방식, 알림 방식 및 모니터링 방식을 제공하여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중 대부분은 proc(4) 파일 시스템, 프
로세서 세트 및 예약 클래스 등 기존 방식에 비해 향상된 기능을 통해 제공됩니다. 기타 기능
은 리소스 관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후 절에서 설명합니다.

리소스 분류

리소스는 응용 프로그램 동작을 변경할 목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의 한 측면입
니다. 따라서 리소스는 응용 프로그램이 암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기능
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경우 견고하게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이 보다 느리게 진행됩니
다.

리소스 식별과는 달리, 축 수를 통해 리소스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CPU 할당 등과 같
이 시간에 종속되지 않은 축과 비교할 때, 이 축은 시간에 기반을 둔 CPU 시간 등이 명시적으
로 요청되는 것과는 반대로 암시적으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줄러 기반 리소스 관리는 응용 프로그램이 암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리소
스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응용 프로그램은 실행을 계속하기 위해 추가 CPU 시간을 암시
적으로 요청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네트워크 소켓에 쓰기 위해 대역폭을 암시적
으로 요청합니다. 암시적으로 요청된 리소스의 총 사용량에 대한 제약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
니다.

추가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 대역폭이나 CPU 서비스 레벨에 대한 협상이 명시적으로 이루
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 스레드 요청 등 명시적으로 요청되는 리소스는 제약 조건에 의해
관리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pro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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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관리 제어 방식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제어 방식은 제약 조건, 예약
및 분할입니다.

제약 조건 방식

제약 조건을 통해 관리자나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작업 부하에 대한 특정 리소스 사용량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알 경우 리소스 사용 모델링 시나리오는 보다 간단한 프
로세스가 됩니다. 한계는 잘못된 동작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제어하지 않을 경우 규제되지 않은 리소스 요청을 통해 시스템
성능이나 가용성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제약 조건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복잡한 상태를 제시합니다. 응용 프로그램과 시스템 간의
관계는 응용 프로그램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지점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완
화할 수 있는 한 가지 접근 방법은 리소스 동작을 알지 못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제약 조
건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좁히는 것입니다. 6장. 리소스 제어 정보에 설명된 리소스 제어는 제
약 조건 방식을 제공합니다. 리소스 제약 조건을 인식하도록 새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일부 응용 프로그램 작성자는 이런 식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예약 방식

예약이란 특정 간격을 두고 할당 결정 순서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은 예측 가능한 알
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현재 할당이 필요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은 리소스
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약 기반 리소스 관리를 통해 완결되
지 않은 구성을 최대로 활용하는 반면, 중앙에서 미완결 또는 과다 완결된 시나리오에서 제어
된 할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알고리즘은 "제어된"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를 정의합니다. 경우에 따라, 예약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8장. FSS(Fair Share Scheduler) 정보에 설명된 FSS(Fair Share Scheduler)
는 제어된 방식으로 CPU 리소스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를 관리합니다.

분할 방식

분할은 작업 부하를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리소스의 하위 세트에 바인딩하는 데 사용됩니
다. 이 바인딩을 통해 해당 작업 부하는 항상 알려진 리소스 양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2
장. 리소스 풀 정보에 설명된 리소스 풀 기능을 사용하면 시스템의 특정 하위 세트로 작업 부
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사용하는 구성에서는 시스템 전체에서 과다 완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
한 과다 완결을 방지하면서 높은 활용률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프로
세서와 같은 예약된 리소스 그룹은 바인딩된 작업 부하가 유휴 상태일 때 다른 작업 부하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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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관리 구성

리소스 관리 구성의 일부가 네트워크 이름 서비스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관리자가 각각의 시스템보다는 시스템 컬렉션에 대해 리소스 관리 제약 조건을 적용할 수 있
습니다. 관련 작업이 공통 식별자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계정 데이터로부터 해당 작업의 총
사용량을 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관리 구성 및 작업 부하 지향 식별자는 2장. 프로젝트 및 작업 정보에서 자세히 설명
합니다. 이러한 식별자를 응용 프로그램 리소스 사용과 연결하는 확장 계정 기능은 4장. 확장
계정 정보에서 설명합니다.

비전역 영역과 상호 작용

리소스 관리 기능을 영역과 함께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환경을 좀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영역 간의 상호 작용은 이 설명서의 해당 절에서 설명합니다.

리소스 관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리소스 관리를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응답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관리는 리소스 활용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용을 분류하고 우선 순위를 설정함
으로써 한가한 시간대에 예약 용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체로 추가 처리 능력
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하 가변성으로 인해 리소스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서버 통합

리소스 관리는 단일 서버에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많은 시스템을 관리할 때 드는 비용과 복잡성으로 인해 더 크고 확장성이 더 나은 서버에 여
러 응용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시스템에 각 작업 부하를 실행하는 대신
에, 리소스 관리를 사용하여 시스템 내에서 작업 부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관리를
통해 단일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유사하지 않은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및 제어하여
전체 총 소유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리소스 관리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단일 시스템에서 여러 웹 서버를 호스트합니다. 각 웹 사이트에 대한 리소스 사용을 제어
하고 다른 사이트의 잠재적 과다 사용으로부터 각 사이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결함이 있는 CGI(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스크립트에 CPU 리소스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Draft 2015-01-20-01:26:56+08:00
리소스 관리 설정 작업 맵

1장. 리소스 관리 소개 17

■ 잘못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모든 사용 가능한 가상 메모리 누출이 중지됩니다.

■ 고객의 응용 프로그램이 동일 사이트에서 실행되는 다른 고객의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동일 시스템에서 구분된 서비스 클래스나 레벨을 제공합니다.

■ 청구 목적으로 회계 정보를 가져옵니다.

대규모 또는 가변 사용자 집단 지원

교육 기관과 같이 다양한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모든 시스템에서 리소스 관리 기능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작업 부하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증권 업체에서 트레이더는 계산을 수행하거나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 간헐적
으로 빠른 액세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스템 사용자의 작업 부하는 보다 일관됩니
다. 비례적으로 더 많은 처리 능력을 트레이더의 프로젝트에 할당하면 트레이더가 자신이 필
요로 하는 응답성을 얻게 됩니다.

리소스 관리는 서버의 시스템 기능에 의존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지원하기에도 이상적입
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스마트 카드와 같은 입력 장치와 프레임 버퍼를 사용하는 Stateless
콘솔을 제공합니다. 실제 계산은 공유 서버에서 수행되므로 시간 공유 유형의 환경이 됩니다.
리소스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서버에서 사용자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과다
한 부하를 생성하는 사용자가 하드웨어 리소스를 독점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다른 사용자에
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리소스 관리 설정 작업 맵

다음 작업 맵은 시스템에서 리소스 관리를 설정하기 위한 단계의 고급 레벨 개요를 제공합니
다.

작업 설명 수행 방법

시스템에서 작업 부하를 식별하고 프로젝
트별로 각 작업을 분류합니다.

/etc/project 파일, NIS 맵 또는 LDAP 디
렉토리 서비스에서 프로젝트 항목을 만듭
니다.

“project 데이터베이스” [21]

시스템에서 작업 부하의 우선 순위를 지정
합니다.

중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이러
한 작업 부하에는 리소스에 대한 우선적인
액세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비스 목표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에서 실시간 작업을 모니터링합니
다.

성능 도구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실행 중
인 작업 부하의 현재 리소스 사용을 확인합
니다. 그러면 지정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를 제한하는지 아니면 특정 작업 부하를 다
른 작업 부하와 격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
가할 수 있습니다.

cpustat(1M), iostat(1M),

mpstat(1M), prstat(1M), sar(1) 및

vmstat(1M) 매뉴얼 페이지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cpustat-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iostat-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mpstat-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rstat-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sar-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vmstat-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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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수행 방법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작업 부하를 임시로
수정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값을 결정하려면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작업이나 프로세스
가 실행 중인 동안 명령줄에서 값을 업데이
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 제어” [58],
“리소스 제어 값에 대한 전역 및 로컬 동
작” [63], “실행 중인 시스템에서 리
소스 제어 값 임시 업데이트” [68] 및

rctladm(1M) 및 prctl(1) 매뉴얼 페이
지.

project 데이터베이스나 이름 지정 서비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프로젝트
항목에 대해 리소스 제어와 프로젝트 속성
을 설정합니다.

/etc/project 파일이나 이름 지정 프로젝
트 데이터베이스의 각 프로젝트 항목에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 제어나 속성이 들어 있
을 수 있습니다. 리소스 제어는 해당 프로젝
트에 연결된 작업과 프로세스를 제한합니
다. 리소스 제어에 지정되는 각 임계치 값의
경우, 해당 값에 도달할 때 수행해야 할 하
나 이상의 작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리소스 제
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project 데이터베이스” [21], “로컬 /
etc/project 파일 형식” [22], “사용 가
능한 리소스 제어” [58], “리소스 제어
값에 대한 전역 및 로컬 동작” [63] 및
8장. FSS(Fair Share Scheduler) 정보

프로젝트에 연결된 프로세스 컬렉션을 통
해 물리적 메모리의 리소스 사용에 대한 상
한값을 설정합니다.

리소스 상한값 적용 데몬은 /etc/project
파일에서 프로젝트의 rcap.max-rss 속성에
대해 정의된 물리적 메모리 리소스 상한값
을 적용합니다.

“project 데이터베이스” [21] 및 10장.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을 사용한 물리적
메모리 제어 정보

리소스 풀 구성을 만듭니다. 리소스 풀은 프로세서와 같은 시스템 리소
스를 분할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며 재부
트 간에도 이러한 분할 영역을 유지합니다. 
project.pool 속성을 /etc/project 파일
의 각 항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project 데이터베이스” [21] 및 12장.
리소스 풀 정보

FSS(Faire Share Scheduler)를 기본 시스
템 스케줄러로 설정합니다.

모든 사용자 프로세스가 단일 CPU 시스템
안에 속하거나 프로세서 세트가 동일 예약
클래스에 속하도록 합니다.

“FSS 구성” [95] 및 dispadmin(1M)
매뉴얼 페이지

확장 회계 기능을 활성화하여 작업이나 프
로세스별로 리소스 사용을 모니터링 및 기
록합니다.

확장 회계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리소스 제
어를 평가하고 향후 작업 부하의 용량 요구
사항을 계획합니다. 시스템 전체의 총 사용
량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시
스템에 걸친 관련 작업 부하에 대한 전체 사
용 통계를 얻기 위해 몇 대의 시스템에서 프
로젝트 이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프로세스, 작업 및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해 확장 계정을 활성화하는 방

법 [48] 및 acctadm(1M) 매뉴얼 페이
지

(옵션) 구성을 추가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
계속해서 명령줄에서 값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작업이나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동안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기존 작업
에 대한 수정 사항을 임시로 적용할 수 있
습니다. 성능에 만족할 때까지 값을 조정합
니다. 그런 다음 /etc/project 파일이나 이
름 지정 서비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서 현재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실행 중인 시스템에서 리소스 제어 값 임

시 업데이트” [68] 및 rctladm(1M)

및 prctl(1) 매뉴얼 페이지

(옵션) 확장 회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활성 프로세스 및 활성 작업에 대한 확
장 회계 레코드를 작성합니다. 생성된 파
일을 계획, 지불 거절 및 청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된 보
고 및 추출 스크립트를 개발할 수 있도
록 하는 libexacct에 대한 Perl(Practical
Extraction and Report Language) 인터
페이스도 있습니다.

wracct(1M) 매뉴얼 페이지와
“libexacct에 대한 Perl 인터페이
스” [4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tl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ctl-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ispadmin-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acct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tl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ctl-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wracct-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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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및 작업 정보

이 장에서는 Oracle Solaris 리소스 관리의 프로젝트 및 작업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로
젝트 및 작업은 작업 부하에 레이블을 지정하고 이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프로젝트 및 작업 기능” [19]

■ “프로젝트 식별자” [20]

■ “작업 식별자” [24]

■ “프로젝트 및 작업과 함께 사용되는 명령” [25]

프로젝트 및 작업 기능을 사용하려면 3장. 프로젝트 및 작업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및 작업 기능

작업 부하 응답을 최적화하려면 먼저 분석할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작업 부하를 식별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순수한 프로세스 중심 방식 또는 사용자 중심 방식 중 하나를 단
독으로 사용해서는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는 작업 부하를 구
분하고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작업이라는 두 가지 추가 기능이 제공됩니다.
프로젝트는 관련 작업에 대한 네트워크 차원의 관리 식별자를 제공합니다. 작업은 프로세스
그룹을 작업 부하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관리 가능 엔티티로 수집합니다.

project 이름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정된 제어가 프로세스, 작업 및 프로젝트에서 설정
됩니다. fork 및 settaskid 시스템 호출을 통해 프로세스 및 작업 제어가 상속되므로 프로젝
트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프로세스 및 작업은 이러한 제어를 상속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호출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ork(2) 및 settaskid(2)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프로젝트 또는 작업 구성원을 기준으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표준 Oracle Solaris 명
령을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확장 계정 기능을 통해 프로세스 사용도 및 작업 사용도
모두를 보고하고, 지배 프로젝트 식별자를 사용하여 각 레코드에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작업 부하 분석을 온라인 모니터링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
다. project 이름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여러 시스템에서 프로젝트 식별자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시스템에서 실행되는(또는 포괄하는) 관련된 작업 부하의 리소스
사용을 시스템 모두에 대해 최종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2fork-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2settask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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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식별자

프로젝트 식별자는 관련된 작업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리 식별자입니다. 프로젝트 식
별자는 사용자 및 그룹 식별자와 동등한 작업 부하 태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그
룹은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용자(또는 사용자 그
룹)의 참여가 허용된 작업 부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원은 예를
들면 사용 또는 초기 리소스 할당 등의 기반이 되는 차지백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에게 기본 프로젝트가 지정되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실행하는 프로세스와 해당 사용자가 구성
원으로 속해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기본 프로젝트 결정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사용자에게 기본 프로젝트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본 프
로젝트에 지정된 사용자 또는 그룹 목록에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자동으로 해당 기본 프로
젝트의 구성원이 됩니다.

시스템의 각 프로세스가 프로젝트 구성원을 보유하므로 기본 프로젝트를 로그인 또는 다른

초기 프로세스에 지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은 getprojent(3C) 매뉴
얼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지정된 단계에 따라 기본 프로젝트를 확인합
니다. 기본 프로젝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로그인 또는 프로세스 시작 요청이 거부
됩니다.

시스템은 이러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따라 사용자의 기본 프로젝트를 확인합니다.

1. 사용자에게 /etc/user_attr 확장 사용자 속성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project 속성을

가진 항목이 있는 경우 project 속성의 값이 기본 프로젝트입니다. user_attr(4) 매뉴
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이름이 user.user-id인 프로젝트가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기본 프로젝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roject(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이름이 group. group-name인 프로젝트가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여기서 group-
name이 passwd 파일에 지정된 사용자의 기본 그룹 이름이면 해당 프로젝트가 기본 프로

젝트입니다. passwd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sswd(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4. 특수 프로젝트 default가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기본 프로
젝트입니다.

이 논리는 getdefaultproj() 라이브러리 기능에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etprojent(3PROJECT)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useradd 및 usermod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 속성 설정

-K 옵션 및 key=value 쌍과 함께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로컬 파일에서 사용자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user-attr-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project-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passwd-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getprojent-3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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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add 사용자에 대한 기본 프로젝트 설정

usermod 사용자 정보 수정

로컬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etc/group

■ /etc/passwd

■ /etc/project

■ /etc/shadow

■ /etc/user_attr

NIS와 같은 네트워크 이름 지정 서비스가 추가 항목으로 로컬 파일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
는 경우 이러한 명령으로 네트워크 이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러나 이 명령으로 외부 이름 지정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음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
다.

■ 사용자 이름(또는 역할)의 고유성

■ 사용자 ID의 고유성

■ 지정된 그룹 이름의 존재

자세한 내용은 useradd(1M), usermod(1M) 및 user_attr(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project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데이터를 로컬 파일 DNS(도메인 이름 시스템), NIS(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프로젝
트 맵 또는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디렉토리 서비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tc/project 파일 또는 이름 지정 서비스는 로그인 시 PAM(플러그 가능한 인증
모듈)의 계정 관리에 대한 모든 요청에 따라 사용자를 기본 프로젝트에 바인드하기 위해 사용
됩니다.

참고 -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는 /etc/project 파일에 대한 것이든
네트워크 이름 지정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표현에 대한 것이든 관계없이 현재의 활성 프로
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는 login 또는 newtask 명령 중 하나가 사용될 때 프

로젝트에 연결된 새 작업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ogin(1) 및 newtask(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AM 부속 시스템

ID를 변경하거나 설정하는 작업에는 시스템 로그인, rcp 또는 rsh 명령 호출, ftp 사용 또는
su 사용이 포함됩니다. 작업에 ID 변경 또는 설정이 포함되는 경우 인증, 계정 관리, 자격 증
명 관리 및 세션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구성 가능한 모듈이 사용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userad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usermo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user-attr-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login-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newtas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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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 개요는 “Oracle Solaris 11.2의 Kerberos 및 기타 인증 서비스 관리 ”의 1 장, “플러그
가능한 인증 모듈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이름 지정 서비스 구성

리소스 관리는 이름 지정 서비스 project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project 데이터베이
스가 저장되는 위치는 /etc/nsswitch.conf 파일에서 정의됩니다. 기본적으로 files가 먼저
나열되지만 소스는 순서에 관계없이 나열될 수 있습니다.

project: files [nis] [ldap]

프로젝트 정보에 대한 소스가 둘 이상 나열되는 경우 nsswitch.conf 파일에서 첫번째로 나열
된 소스에서 정보를 검색한 후 다음 소스를 검색하도록 루틴을 지정합니다.

/etc/nsswitch.conf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이름 지
정 및 디렉토리 서비스 작업: DNS 및 NIS ”의 2 장, “이름 서비스 스위치 정보” 및

nsswitch.conf(4)를 참조하십시오.

로컬 /etc/project 파일 형식

nsswitch.conf 파일에서 files를 project 데이터베이스의 소스로 선택한 경우 로그인 프로

세스는 /etc/project 파일에서 프로젝트 정보를 검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rojects(1)

및 project(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roject 파일에는 시스템에서 인식한 각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한 행으로 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ojname:projid:comment:user-list:group-list:attributes

필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projname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영숫자, 밑줄(_), 하이픈(-) 및 점(.)으
로 구성된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운영 체제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
프로젝트를 위해 예약된 점(.)은 사용자의 기본 프로젝트 이름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projname에는 콜론(:) 또는 개행 문자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projid 시스템 내에서 프로젝트의 고유한 숫자 ID(PROJID)입니다. projid 필드
의 최대값은 UID_MAX(2147483647)입니다.

comment 프로젝트의 설명입니다.

user-list 프로젝트에서 허용된 사용자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pam-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pam-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AMa12swit-8641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AMa12swit-8641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nsswitch.conf-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ojects-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projec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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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드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는 모든 사용
자가 프로젝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느낌표 뒤에 별표(!*)
가 오면 프로젝트에서 모든 사용자가 제외됩니다. 느낌표(!) 다음에 사
용자 이름이 오면 프로젝트에서 지정된 사용자가 제외됩니다.

group-list 프로젝트에서 허용된 사용자 그룹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이 필드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는 모든 그룹
이 프로젝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느낌표 뒤에 별표(!*)가
오면 프로젝트에서 모든 그룹이 제외됩니다. 느낌표(!) 다음에 그룹 이
름이 오면 프로젝트에서 지정된 그룹이 제외됩니다.

attributes 리소스 제어(6장. 리소스 제어 정보 참조)와 같이 이름-값 쌍의 세미콜
론으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name은 객체 관련 속성을 지정하는 임의의
문자열이며, value는 해당 속성의 선택적 값입니다.

name[=value]

이름-값 쌍에서 이름에는 문자, 숫자, 밑줄 및 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은 리소스 제어(rctl)의 범주와 하위 범주 간의 구분자로 사용됩니다.
속성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여야 합니다.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
다.

우선 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값을 쉼표 및 괄호를 사용하여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이름-값 쌍을 구분하기 위해 세미콜론을 사용합니다. 값 정의에는 세미
콜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필드를 구분하기 위해 콜론을 사
용합니다. 값 정의에는 콜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이 파일을 읽는 루틴에서 형식이 잘못된 항목을 발견하면 루틴이 정지됩니다. 잘못된
항목 다음에 지정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할당되지 않습니다.

이 예는 기본 /etc/project 파일을 보여 줍니다.

system:0::::

user.root:1::::

noproject:2::::

default:3::::

group.staff:10::::

이 예는 끝부분에 추가된 프로젝트 항목이 있는 기본 /etc/project 파일을 보여 줍니다.

system:0::::

user.root:1::::

noproject:2::::

default:3::::

group.staff:10::::

user.ml:2424:Lyle Personal:::

booksite:4113:Book Auction Project:ml,mp,jtd,kjh::

/etc/project  파일에 리소스 제어 및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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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에 대한 리소스 제어를 추가하려면 “리소스 제어 설정” [72]을 참조하십시
오.

■ rcapd(1M)에 설명된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물리적
메모리 리소스 상한값을 정의하려면 “프로젝트의 물리적 메모리 사용 제한을 위한 속
성” [100]을 참조하십시오.

■ 프로젝트 항목에 project.pool 속성을 추가하려면 “구성 만들기” [160]를 참조하십시
오.

NIS에 대한 프로젝트 구성

NIS를 사용하는 경우 /etc/nsswitch.conf 파일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NIS 맵을 검색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project: nis files 

project.byname 또는 project.bynumber 중 하나인 NIS 맵은 /etc/project 파일과 동일한
형태를 갖습니다.

projname:projid:comment:user-list:group-list:attributes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이름 지정 및 디렉토리 서비스 작업: DNS 및 NIS ”의
5 장, “NIS(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LDAP에 대한 프로젝트 구성

LDAP를 사용하는 경우 /etc/nsswitch.conf 파일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LDAP project 데이
터베이스를 검색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project: ldap files

LDA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이름 지정 및 디렉토리 서비스 작업:
LDAP ”의 1 장, “LDAP 이름 지정 서비스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LDAP 데이터베이스 내 프
로젝트 항목의 스키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이름 지정 및 디렉토리
서비스 작업: LDAP ”의 “Oracle Solaris 스키마”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식별자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할 때마다 로그인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새 작업이 만들어집니
다. 작업은 일정 기간 동안의 일련의 작업을 나타내는 프로세스 컬렉티브입니다. 작업을 작
업 부하 구성 요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각 작업에 작업 ID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각 프로세스는 한 작업의 구성원이며 각 작업에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연결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ap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AManis1-2546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AManis1-2546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LDPoverview-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LDPoverview-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LDPappendixa-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LDPappendix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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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프로젝트 및 작업 트리

신호 전달과 같은 프로세스 그룹에 대한 모든 작업도 작업에서 지원됩니다. 작업을 프로세서
세트에 바인드하고, 작업에 대한 예약 우선 순위 및 클래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의 모든 현재 및 이후 프로세스가 수정됩니다.

프로젝트가 연결될 때마다 작업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작업, 명령 및 기능이 작업을 만듭니
다.

■ login

■ cron

■ newtask

■ setproject

■ su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최종 작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작업을 만들려는 추가 시도
는 실패합니다.

■ newtask 명령을 -F 옵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oject 이름 지정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task.final 속성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setproject를 사용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만들어진 모든 작업에는
TASK_FINAL 태그가 지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ogin(1), newtask(1), cron(1M), su(1M) 및 setproject(3PROJECT)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확장 계정 기능은 프로세스에 대한 계정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작업 레벨에
서 통합됩니다.

프로젝트 및 작업과 함께 사용되는 명령

다음 표에 표시된 명령은 프로젝트 및 작업 기능에 대한 주요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login-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newtask-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cron-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su-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setproject-3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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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페이지 참조 설명

projects(1) 사용자에 대한 프로젝트 구성원을 표시합니다. project 데이터베이스의 프로
젝트를 나열합니다. 지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인쇄합니다. 프로젝트 이
름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projects
명령을 -l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상세 정보 출력을 인쇄합니다.

newtask(1) 사용자의 기본 셸 또는 지정된 명령을 실행하고 지정된 프로젝트에 속하는 새
작업에 실행 명령을 배치합니다. 작업 및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젝트
바인딩을 변경하기 위해 newtask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F 옵션과 함께 사
용하여 최종 작업을 만듭니다.

projadd(1M) /etc/project 파일에 새 프로젝트 항목을 추가합니다. projadd 명령은 로컬 시
스템에서만 프로젝트 항목을 만듭니다. projadd는 네트워크 이름 지정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본 파일 /etc/project 이외의 프로젝트 파일을 편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
습니다. project 파일을 검사하는 구문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속성을 검증
및 편집합니다. 확장된 값을 지원합니다.

projmod(1M) 로컬 시스템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정합니다. projmod는 네트워크 이
름 지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사용
하여 외부 이름 지정 서비스에 대해 프로젝트 이름 및 프로젝트 ID의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파일 /etc/project 이외의 프로젝트 파일을 편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
습니다. project 파일을 검사하는 구문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속성을 검증
및 편집합니다. 새 속성 추가, 속성에 값 추가 또는 속성 제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값을 지원합니다.

-A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리소스 제어 값을
활성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roject 파일에 정의된 값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 값은 제거됩니다.

projdel(1M) 로컬 시스템에서 프로젝트를 삭제합니다. projdel은 네트워크 이름 지정 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useradd(1M) 로컬 파일에 기본 프로젝트 정의를 추가합니다. -K  key=value 옵션과 함께 사
용하여 사용자 속성을 추가 또는 대체합니다.

userdel(1M) 로컬 파일에서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합니다.

usermod(1M)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수정합니다. -K  key=value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사용자 속성을 추가 또는 대체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ojects-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newtask-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rojad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rojmo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rojdel-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userad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userdel-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usermod-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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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3  장 

프로젝트 및 작업 관리

이 장에서는 Oracle Solaris 리소스 관리의 프로젝트 및 작업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명령 및 명령 옵션 예” [28]

■ “프로젝트 관리” [30]

프로젝트 및 작업 기능에 대한 개요는 2장. 프로젝트 및 작업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영역이 설치되어 있는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영역에 있는 프로세스만 이러한 명령이 비전역 영역에서 실행될 때 프로세스 ID를 가져오는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및 작업 관리 작업 맵

작업 설명 수행 방법

프로젝트 및 작업과 함께 사용되는
명령 및 옵션의 예를 봅니다.

시스템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
스 및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통계
를 표시하는 작업 및 프로젝트 ID를
표시합니다.

“명령 및 명령 옵션 예” [28]

프로젝트를 정의합니다. /etc/project 파일에 프로젝트 항
목을 추가하고 해당 항목의 값을 변
경합니다.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현재 프로젝트
를 보는 방법 [30]

프로젝트를 삭제합니다. /etc/project 파일에서 프로젝트
항목을 제거합니다.

/etc/project 파일에서 프로젝트를
삭제하는 방법 [33]

project 파일 또는 프로젝트 데이터
베이스를 검증합니다.

Check the syntax of the /etc/
project 파일의 구문을 확인하거나
외부 이름 지정 서비스에 대해 프로
젝트 이름 및 프로젝트 ID의 고유성
을 확인합니다.

“/etc/project 파일의 내용을 검증
하는 방법” [34]

프로젝트 구성원 정보를 가져옵니
다.

호출 프로세스의 현재 프로젝트 구
성원을 표시합니다.

“프로젝트 구성원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34]

새 작업을 만듭니다. newtask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프로
젝트에서 새 작업을 만듭니다.

새 작업을 만드는 방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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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수행 방법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서로 다른 작
업 및 프로젝트를 연결합니다.

프로세스 번호를 지정된 프로젝트의
새 작업 ID와 연결합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새 작업으로
이동하는 방법 [35]

프로젝트 속성을 추가하고 사용합니
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관리 명령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속성을 추가, 편
집, 검증 및 제거합니다.

“프로젝트 속성 편집 및 검
증” [35]

명령 및 명령 옵션 예

이 절에서는 프로젝트 및 작업과 함께 사용되는 명령 및 옵션의 예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및 작업과 함께 사용되는 명령 옵션

ps 명령

ps 명령을 -o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작업 및 프로젝트 ID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ID를 보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ps -o user,pid,uid,projid
USER PID   UID  PROJID

jtd  89430 124  4113

id 명령

id 명령을 -p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사용자 및 그룹 ID와 함께 현재 프로젝트 ID를 인쇄합니
다. user 피연산자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의 일반적인 로그인과 연결된 프로젝트가 인
쇄됩니다.

#  id -p
uid=124(jtd) gid=10(staff) projid=4113(booksite)

pgrep 및 pkill 명령

특정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ID를 가진 프로세스만 일치시키려면 pgrep 및 pkill 명령을 -J 옵
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 pgrep -J projidlist
# pkill -J projidlist

특정 목록에 있는 작업 ID를 가진 프로세스만 일치시키려면 pgrep 및 pkill 명령을 -T 옵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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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rep -T taskidlist
# pkill -T taskidlist

prstat 명령

해당 시스템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및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표시하려면
prstat 명령을 -J 옵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 prstat -J
   PID USERNAME  SIZE   RSS STATE  PRI NICE      TIME  CPU PROCESS/NLWP       

 12905 root     4472K 3640K cpu0    59    0   0:00:01 0.4% prstat/1

   829 root       43M   33M sleep   59    0   0:36:23 0.1% Xorg/1

   890 gdm        88M   26M sleep   59    0   0:22:22 0.0% gdm-simple-gree/1

   686 root     3584K 2756K sleep   59    0   0:00:34 0.0% automountd/4

     5 root        0K    0K sleep   99  -20   0:02:43 0.0% zpool-rpool/138

  9869 root       44M   17M sleep   59    0   0:02:06 0.0% poold/9

   804 root     7104K 5968K sleep   59    0   0:01:28 0.0% intrd/1

   445 root     7204K 4680K sleep   59    0   0:00:38 0.0% nscd/33

   881 gdm      7140K 5912K sleep   59    0   0:00:06 0.0% gconfd-2/1

   164 root     2572K 1648K sleep   59    0   0:00:00 0.0% pfexecd/3

   886 gdm      7092K 4920K sleep   59    0   0:00:00 0.0% bonobo-activati/2

    45 netcfg   2252K 1308K sleep   59    0   0:00:00 0.0% netcfgd/2

   142 daemon   7736K 5224K sleep   59    0   0:00:00 0.0% kcfd/3

    43 root     3036K 2020K sleep   59    0   0:00:00 0.0% dlmgmtd/5

   405 root     6824K 5400K sleep   59    0   0:00:18 0.0% hald/5

PROJID    NPROC  SWAP   RSS MEMORY      TIME  CPU PROJECT                     

     1        4 4728K   19M   0.9%   0:00:01 0.4% user.root                   

     0      111  278M  344M    17%   1:15:02 0.1% system                      

    10        2 1884K 9132K   0.4%   0:00:00 0.0% group.staff                 

     3        3 1668K 6680K   0.3%   0:00:00 0.0% default                     

Total: 120 processes, 733 lwps, load averages: 0.01, 0.00, 0.00

해당 시스템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및 작업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표시하려면 prstat
명령을 -T 옵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 prstat -T
       PID USERNAME  SIZE   RSS STATE  PRI NICE      TIME  CPU PROCESS/NLWP       

 12907 root     4488K 3588K cpu0    59    0   0:00:00 0.3% prstat/1

   829 root       43M   33M sleep   59    0   0:36:24 0.1% Xorg/1

   890 gdm        88M   26M sleep   59    0   0:22:22 0.0% gdm-simple-gree/1

  9869 root       44M   17M sleep   59    0   0:02:06 0.0% poold/9

     5 root        0K    0K sleep   99  -20   0:02:43 0.0% zpool-rpool/138

   445 root     7204K 4680K sleep   59    0   0:00:38 0.0% nscd/33

   881 gdm      7140K 5912K sleep   59    0   0:00:06 0.0% gconfd-2/1

   164 root     2572K 1648K sleep   59    0   0:00:00 0.0% pfexecd/3

   886 gdm      7092K 4920K sleep   59    0   0:00:00 0.0% bonobo-activati/2

    45 netcfg   2252K 1308K sleep   59    0   0:00:00 0.0% netcfgd/2

   142 daemon   7736K 5224K sleep   59    0   0:00:00 0.0% kcfd/3

    43 root     3036K 2020K sleep   59    0   0:00:00 0.0% dlmgmtd/5

   405 root     6824K 5400K sleep   59    0   0:00:18 0.0% hald/5

   311 root     3488K 2512K sleep   59    0   0:00:00 0.0% picl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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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root     4356K 2768K sleep   59    0   0:00:00 0.0% hald-addon-cpuf/1

TASKID    NPROC  SWAP   RSS MEMORY      TIME  CPU PROJECT                     

  1401        2 2540K 8120K   0.4%   0:00:00 0.3% user.root                   

    94       15   84M  162M   7.9%   0:59:37 0.1% system                      

   561        1   37M   24M   1.2%   0:02:06 0.0% system                      

     0        2    0K    0K   0.0%   0:02:47 0.0% system                      

    46        1 4224K 5524K   0.3%   0:00:38 0.0% system                      

Total: 120 processes, 733 lwps, load averages: 0.01, 0.00, 0.00

참고 - -J 및 -T 옵션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및 작업에서 cron 및 su 사용

cron 명령

cron 명령은 제출하는 사용자에 대한 해당 기본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별도의 작업에서 각
cron, at 및 batch 작업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settaskid를 발행합니다. at 및 batch 명령
은 현재 프로젝트 ID도 캡처하여 at 작업을 실행할 때 프로젝트 ID가 복원되도록 합니다.

su 명령

su 명령은 로그인 시뮬레이션의 일부로 새 작업을 만들어 대상 사용자의 기본 프로젝트를 연
결합니다.

su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기본 프로젝트를 전환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su - user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현재 프로젝트를 보는 방법

이 예에서는 projadd 명령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항목을 추가하고 projmod 명령을 사용하여
해당 항목을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projects -l을 사용하여 해당 시스템에서 기본 /etc/project 파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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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s -l
system

        projid : 0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user.root

        projid : 1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noproject

        projid : 2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default

        projid : 3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group.staff

        projid : 10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3. 이름이 booksite인 프로젝트를 추가합니다. 프로젝트 ID 번호 4113으로 이름이 mark인 사
용자에게 프로젝트를 지정합니다.

# projadd -U mark -p 4113 booksite

4. /etc/project 파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 projects -l
system

        projid : 0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user.root

        projid : 1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no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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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id : 2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default

        projid : 3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group.staff

        projid : 10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booksite

        projid : 4113

        comment: ""

        users  : mark

        groups : (none)

        attribs: 

5. 주석 필드에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주석을 추가합니다.

# projmod -c `Book Auction Project' booksite

6. /etc/project 파일의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 projects -l
system

        projid : 0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user.root

        projid : 1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noproject

        projid : 2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default

        projid : 3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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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s: 

group.staff

        projid : 10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booksite

        projid : 4113

        comment: "Book Auction Project"

        users  : mark

        groups : (none)

        attribs: 

참조 프로젝트, 작업 및 프로세스를 풀에 바인드하려면 “풀 속성 설정 및 풀에 바인드” [154]를
참조하십시오.

/etc/project 파일에서 프로젝트를 삭제하는 방법

이 예는 projdel 명령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projdel 명령을 사용하여 booksite 프로젝트를 제거합니다.

# projdel booksite

3. /etc/project 파일을 표시합니다.

# projects -l
system

        projid : 0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user.root

        projid : 1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noproject

        projid : 2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default

        projid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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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group.staff

        projid : 10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4. 사용자 mark로 로그인하여 projects를 입력하여 이 사용자에게 지정된 프로젝트를 확인합
니다.

# su - mark

# projects
default

/etc/project 파일의 내용을 검증하는 방법

편집 옵션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projmod 명령은 project 파일의 내용을 검증합니다.

NIS 맵을 검증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ypcat project | projmod -f —

/etc/project 파일의 구문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projmod -n

프로젝트 구성원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p 플래그로 id 명령을 사용하여 호출 프로세스의 현재 프로젝트 구성원을 표시합니다.

$ id -p
uid=100(mark) gid=1(other) projid=3(default)

새 작업을 만드는 방법

1. 이 예에서는 대상 프로젝트인 booksite의 구성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시스템 작업 ID를 가져오기 위해 newtask 명령을 -v(상세 정보 표시)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booksite 프로젝트에서 새 작업을 만듭니다.

machine% newtask -v -p book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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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newtask를 실행하면 지정된 프로젝트에 새 작업이 생성되고 사용자의 기본 셸이 이 작업에
배치됩니다.

3. 호출 프로세스의 현재 프로젝트 구성원을 확인합니다.

machine% id -p
uid=100(mark) gid=1(other) projid=4113(booksite)

이 프로세스가 이제 새 프로젝트의 구성원입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새 작업으로 이동하는 방법

이 예에서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다른 작업 및 새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
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루트 사용자여야 하며, 필요한 권한 프로파일이 있거나 프로세스의
소유자이고 새 프로젝트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참고 - 프로세스의 소유자이거나 새 프로젝트의 구성원인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
다.

2. book_catalog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를 가져옵니다.

# pgrep book_catalog
 8100

3. booksite 프로젝트에서 프로세스 8100과 새 작업 ID를 연결합니다.

# newtask -v -p booksite -c 8100
 17

-c 옵션은 newtask가 기존의 명명된 프로세스에서 실행된다는 것을 지정합니다.

4. ID 매핑을 처리할 작업을 확인합니다.

# pgrep -T 17
 8100

프로젝트 속성 편집 및 검증

projadd 및 projmod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관리 명령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속성을 편집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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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옵션은 속성의 대체 목록을 지정합니다. 속성은 세미콜론(;)으로 구분됩니다. -K 옵션과 -a
옵션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속성 또는 속성 값이 추가됩니다. -K 옵션과 -r 옵션이 함께 사용
되는 경우 속성 또는 속성 값이 제거됩니다. -K 옵션과 -s 옵션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속성 또
는 속성 값이 대체됩니다.

프로젝트에 속성 및 속성 값을 추가하는 방법

projmod 명령을 -a 및 -K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프로젝트 속성에 값을 추가합니다. 속성이 없
으면 생성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task.max-lwps 리소스 제어 속성을 값 없이 myproject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작업에는 속성에 대한 시스템 값만 있습니다.

# projmod -a -K task.max-lwps myproject

3. 그런 다음 myproject 프로젝트에서 task.max-lwps에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값은 권한 레
벨, 임계값 및 임계값 도달과 연결된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 projmod -a -K "task.max-lwps=(priv,100,deny)" myproject

4. 리소스 제어는 여러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옵션을 사용하여 기존의 값 목록에 다른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projmod -a -K "task.max-lwps=(priv,1000,signal=KILL)" myproject

여러 값은 쉼표로 구분됩니다. 이제 task.max-lwps 항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task.max-lwps=(priv,100,deny),(priv,1000,signal=KILL)

프로젝트에서 속성 값을 제거하는 방법

이 절차는 다음 값을 사용합니다.

task.max-lwps=(priv,100,deny),(priv,1000,signal=KILL)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myproject 프로젝트의 리소스 제어 task.max-lwps에서 속성 값을 제거하려면 projmod 명령
을 -r 및 -K 옵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 projmod -r -K "task.max-lwps=(priv,100,deny)" myproject

task.max-lwps가 다음과 같이 여러 값을 갖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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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max-lwps=(priv,100,deny),(priv,1000,signal=KILL)

첫번째 일치하는 값이 제거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task.max-lwps=(priv,1000,signal=KILL)

프로젝트에서 리소스 제어 속성을 제거하는 방법

myproject 프로젝트에서 리소스 제어 task.max-lwps를 제거하려면 projmod 명령을 -r 및 -K
옵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myproject 프로젝트에서 task.max-lwps 속성과 해당 값을 모두 제거합니다.

# projmod -r -K task.max-lwps myproject

프로젝트의 속성 및 속성 값을 대체하는 방법

myproject 프로젝트에서 task.max-lwps 속성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려면 projmod 명령을 -s
및 -K 옵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속성이 없으면 생성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표시된 새 값으로 현재 task.max-lwps 값을 대체합니다.

# projmod -s -K "task.max-lwps=(priv,100,none),(priv,120,deny)" myproject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task.max-lwps=(priv,100,none),(priv,120,deny)

리소스 제어 속성의 기존 값을 제거하는 방법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myproject 프로젝트에서 task.max-lwps의 현재 값을 제거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projmod -s -K task.max-lwps my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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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4  장 

확장 계정 정보

2장. 프로젝트 및 작업 정보에 설명되어 있는 프로젝트 및 작업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 부하
에 레이블을 지정하고 분리하여 각 작업 부하별로 리소스 사용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확
장 계정 부속 시스템을 사용하여 프로세스와 작업 모두에서 리소스 사용 통계의 세부 세트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확장 계정 소개” [39]

■ “확장 계정이 작동하는 방법” [40]

■ “확장 계정 구성” [42]

■ “확장 계정과 함께 사용되는 명령” [43]

■ “libexacct에 대한 Perl 인터페이스” [43]

확장 계정 사용을 시작하려면 플로우, 프로세스, 작업 및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해 확장 계
정을 활성화하는 방법 [48]으로 건너뜁니다.

확장 계정 소개

확장 계정 부속 시스템은 작업이 수행된 프로젝트의 사용 레코드에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IPQoS(Internet Protocol Quality of Service) 플로우 계정 모듈과 함께 확장 계정을 사용하
여 시스템의 네트워크 플로우 정보를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리소스 관리 방식을 적용하려면 먼저 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작업 부하의 리소스 사용 요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의 확장 계정 기능은 다음에 대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리소스 사용을 기록하는 유연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작업

■ 프로세스

■ IPQoS flowacct 모듈에서 제공된 선택기. 자세한 내용은 ipqos(7IPP)를 참조하십시오.

■ 네트워크 관리. dladm(1M) 및 flowadm(1M)을 참조하십시오.

실시간으로 시스템 사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도구와 달리 확장 계정을
사용하면 사용 기록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향후 작업 부하에 필요한 용량 요구 사
항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l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flow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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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확장 계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리소스 차지백, 작업 부하 모니터링 또는 용량 계획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확장 계정이 작동하는 방법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의 확장 계정 기능은 계정 데이터를 포함하기 위해 버전이 지정된
확장 가능 파일 형식을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는 파일은 포함된 라이브러리

libexacct(libexacct(3LIB) 참조)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 액세스하거나 만들 수 있
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일은 확장 계정이 지원되는 모든 플랫폼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용량 계획 및 차지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libexacct API에서 검사할 수 있는 통계가 수집됩니다.
libexacct는 앞으로 또는 뒤로의 exacct 파일 검사를 허용합니다. API는 libexacct에 의해
생성된 타사 파일뿐 아니라 커널에 의해 생성된 파일도 지원합니다. 사용자 정의된 보고 및
추출 스크립트를 개발할 수 있는 libexacct에 대한 Perl(Practical Extraction and Report
Language)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libexacct에 대한 Perl 인터페이스” [43]를 참조하
십시오.

예를 들어, 확장 계정이 지원되는 경우 작업은 해당 구성원 프로세스의 리소스 사용 집계를
추적합니다. 작업 완료 시 작업 계정 레코드가 기록됩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 및 작업에 대
한 중간 레코드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프로젝트 및 작업 정
보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4-1 활성화된 확장 계정으로 작업 추적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Flibexacct-3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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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가능한 형식

확장 계정 형식은 레거시 시스템 계정 소프트웨어 형식보다 대체로 더 많이 확장 가능합니다.
확장 계정은 릴리스 간에, 심지어 시스템 작동 중에도 시스템에서 계정 메트릭을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확장 계정 및 레거시 시스템 계정 소프트웨어 모두 동시에 시스템에서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exacct 레코드 및 형식

exacct 레코드의 생성을 허용하는 루틴은 두 가지 용도를 지원합니다.

■ 타사 exacct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putacct 시스템 호출(getacct(2) 참조)을 사용하여 커널 계정 파일에 내장되는 태그 처
리 레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 Perl 인터페이스에서도 putacct 시스템 호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은 모든 변경에 대해 명시적 버전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도 서로 다른 형태의 계정 레
코드를 캡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정 데이터를 사용하는 잘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은 이
해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무시해야 합니다.

libexacct 라이브러리는 exacct 형식으로 파일을 변환 및 생성합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exacct 형식의 파일에 대해 지원되는 유일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참고 - getacct, putacct 및 wracct 시스템 호출은 플로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IPQoS 플로
우 계정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커널은 플로우 레코드를 만들고 이를 파일에 기록합니다.

영역이 설치된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확장 계정 사용

확장 계정 부속 시스템은 전역 영역에서 실행될 때 전체 시스템(비전역 영역 포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합니다. 전역 관리자 또는 zonecfg 유틸리티를 통해 적합한 권한을 부
여 받은 사용자는 각 영역을 기준으로 리소스 사용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영역 소개 ”의 2 장, “비전역 영역 구성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2getacct-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ONz.config.o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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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계정 구성

/var/adm/exacct 디렉토리는 확장 계정 데이터가 저장되는 표준 위치입니다. acctadm 명령
을 사용하여 프로세스 및 작업 계정 데이터 파일에 대해 다른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acctadm(1M)을 참조하십시오.

확장 계정 시작 및 지속적 사용

acctadm(1M)에 설명되어 있는 acctadm 명령은 smf(5)에 설명되어 있는 Oracle Solaris
SMF(서비스 관리 기능) 서비스를 통해 확장 계정을 시작합니다.

확장 계정 구성은 SMF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구성은 서비스 인스턴스에 의해 부트 시에 각
계정 유형별로 복원됩니다. 각 확장 계정 유형은 SMF 서비스의 별도 인스턴스로 표현됩니
다.

svc:/system/

extended-

accounting:flow

플로우 계정

svc:/system/

extended-

accounting:process

프로세스 계정

svc:/system/

extended-

accounting:task

작업 계정

svc:/system/

extended-

accounting:net

네트워크 계정

acctadm(1M)을 사용하여 확장 계정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으로 설
정되어 있지 않았으면 사용으로 설정되어 확장 계정 구성이 다음 부트 시에 복원됩니다. 마찬
가지로, 구성에 의해 계정이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게 되면 서비스 인스턴스도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필요에 따라 acctadm에 의해 인스턴스가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리소스에 대한 확장 계정을 영구적으로 활성화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 acctadm -e resource_list

resource_list는 리소스 또는 리소스 그룹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레코드

acctadm 명령은 /var/adm/exacct의 기존 파일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acct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acct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smf-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acct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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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계정과 함께 사용되는 명령

명령 참조 설명

acctadm(1M) 확장 계정 기능의 다양한 속성을 수정하고, 확장 계정을 중지 및 시작하며, 프
로세스, 작업, 플로우 및 네트워크에 대해 추적할 계정 속성을 선택하는 데 사
용됩니다.

wracct(1M) 활성 프로세스 및 활성 작업에 대한 확장 계정 레코드를 기록합니다.

lastcomm(1) 이전에 호출된 명령을 표시합니다. lastcomm은 표준 계정 프로세스 데이터 또
는 확장 계정 프로세스 데이터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및 프로젝트와 연관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령 및 명령 옵션 예” [28]를 참조하

십시오. IPQoS 플로우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pqosconf(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libexacct에 대한 Perl 인터페이스

Per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exacct 프레임워크에서 생성된 계정 파일을 읽을 수 있는 Perl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exacct 파일을 쓸 수 있는 Perl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
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기능적으로 기본 C API와 동일합니다. 가능한 경우 기본 C API에서 가져온 데
이터가 Perl 데이터 유형으로 표시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에 좀 더 쉽게 액세스
할 수 있고 버퍼 압축 및 압축 풀기 작업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메모리 관리가
Perl 라이브러리에서 수행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작업 및 exacct 관련 기능이 그룹으로 분리됩니다. 각 기능 그룹은 별도의
Perl 모듈에 위치합니다. 각 모듈은 Oracle Solaris 표준 Sun::Solaris:: Perl 패키지 접두어
로 시작됩니다. Perl exacct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모든 클래스는 Sun::Solaris::Exacct
모듈 아래에 있습니다.

기본 libexacct(3LIB) 라이브러리는 exacct 형식 파일, 카탈로그 태그 및 exacct 객체에
대한 작업을 제공합니다. exacct 객체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단일 데이터 값(스칼라)인 Item

■ 항목의 목록인 Group

다음 표에 각 모듈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듈(공백을 포함할 수 없음) 설명 추가 정보

Sun::Solaris::Project 이 모듈은 프로젝트 조작 기능

getprojid(2), endprojent(3PROJECT),

fgetprojent(3PROJECT),

getdefaultproj(3PROJECT),

Project(3PERL)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acct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wracct-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lastcomm-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ipqosconf-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Flibexacct-3lib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2getprojid-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endprojent-3proje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fgetprojent-3proje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getdefaultproj-3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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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공백을 포함할 수 없음) 설명 추가 정보

getprojbyid(3PROJECT),

getprojbyname(3PROJECT),

getprojent(3PROJECT),

getprojidbyname(3PROJECT),

inproj(3PROJECT), project_

walk(3PROJECT), setproject(3PROJECT) 및

setprojent(3PROJECT)에 액세스하기 위한 기
능을 제공합니다.

Sun::Solaris::Task 이 모듈은 작업 조작 기능 gettaskid(2) 및

settaskid(2)를 액세스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
니다.

Task(3PERL)

Sun::Solaris::Exacct 이 모듈은 최상위 레벨 exacct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exacct 관련 시스템 호출 getacct(2),

putacct(2) 및 wracct(2)에 액세스하
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듈은 또

한 libexacct(3LIB) 라이브러리 기능 ea_

error(3EXACCT)에 액세스하기 위한 기능도 제
공합니다. 모든 exacct EO_*, EW_*, EXR_*, P_
* 및 TASK_* 매크로 상수도 이 모듈에서 제공됩니
다.

Exacct(3PERL)

Sun::Solaris::Exacct:: Catalog 이 모듈은 exacct 카탈로그 태그의 비트 필드에 액
세스하기 위한 객체 지향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이
모듈은 또한 EXC_*, EXD_* 및 EXD_* 매크로의
상수에 대한 액세스도 제공합니다.

Exacct::Catalog(3PERL)

Sun::Solaris::Exacct:: File 이 모듈은 libexacct 계정 파일 함수 ea_

open(3EXACCT), ea_close(3EXACCT),

ea_get_creator(3EXACCT), ea_

get_hostname(3EXACCT), ea_next_

object(3EXACCT), ea_previous_

object(3EXACCT) 및 ea_write_

object(3EXACCT)에 액세스하기 위한 객체 지향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Exacct::File(3PERL)

Sun::Solaris::Exacct:: Object 이 모듈은 개별 exacct 계정 파일 객체에 액세스하
기 위한 객체 지향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exacct
객체는 해당 Sun::Solaris::Exacct::Object
하위 클래스로 블레스되어 불명확한 참조로 표
현됩니다. 이 모듈은 객체 유형 Item 및 Group

으로 추가로 나뉩니다. 이 레벨에 ea_match_

object_catalog(3EXACCT) 및 ea_attach_

to_object(3EXACCT) 기능에 액세스하기 위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Exacct::Object(3PERL)

Sun::Solaris::Exacct:: Object:

:Item

이 모듈은 개별 exacct 계정 파일 Item에 액세스하
기 위한 객체 지향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
형의 객체는 Sun::Solaris::Exacct::Object에서
상속됩니다.

Exacct::Object::Item(3PERL)

Sun::Solaris::Exacct:: Object:

:Group

이 모듈은 개별 exacct 계정 파일 Group에 액세스
하기 위한 객체 지향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객체는 Sun::Solaris::Exacct::Object에

서 상속됩니다. 이러한 객체는 ea_attach_to_

Exacct::Object::Group(3PERL)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getprojbyid-3proje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getprojbyname-3proje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getprojent-3proje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getprojidbyname-3proje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inproj-3proje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project-walk-3proje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project-walk-3proje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setproject-3proje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setprojent-3proje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2gettaskid-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2settaskid-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2getacct-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2putacct-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2wracct-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Flibexacct-3lib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error-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error-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open-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open-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close-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get-creator-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get-hostname-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get-hostname-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next-object-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next-object-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previous-object-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previous-object-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write-object-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write-object-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match-object-catalog-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match-object-catalog-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attach-to-object-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attach-to-object-3exacct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attach-to-group-3exa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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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공백을 포함할 수 없음) 설명 추가 정보

group(3EXACCT)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
다. Group 내에 포함된 Item은 Perl 배열로 표시됩
니다.

Sun::Solaris::Kstat 이 모듈은 kstat 기능에 대한 Perl 연결 해시 인터
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모듈의 사용 예는 /bin/
kstat에서 찾을 수 있으며 Perl로 작성되어 있습니
다.

Kstat(3PERL)

이전 표에서 설명된 모듈의 사용 방법을 보여 주는 예는 “libexacct에 대한 Perl 인터페이스
사용” [50]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Dea-attach-to-group-3exa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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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5  장 

확장 계정 관리(작업)

이 장에서는 확장 계정 부속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확장 계정 부속 시스템에 대한 개요는 4장. 확장 계정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확장 계정 기능 관리(작업 맵)

작업 설명 수행 방법

확장 계정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확장 계정을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각 프로젝트별 리소스 사
용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확장
계정 부속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업,
프로세스 및 플로우에 대한 기록 데
이터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프로세스, 작업 및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해 확장 계정을 활성
화하는 방법 [48]

확장 계정 상태를 표시합니다. 확장 계정 기능의 상태를 결정합니
다.

“확장 계정 상태를 표시하는 방
법” [48]

사용 가능한 계정 리소스를 확인합
니다.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계정 리소
스를 확인합니다.

“사용 가능한 계정 리소스를 보는 방
법” [49]

플로우, 프로세스, 작업 및 네트워크
계정 인스턴스를 비활성화합니다.

확장 계정 기능을 해제합니다. 프로세스, 작업, 플로우 및 네트워
크 관리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방
법 [49]

확장 계정 기능에 Perl 인터페이스
를 사용합니다.

Per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된 보고 및 추출 스크립트를 개
발할 수 있습니다.

“libexacct에 대한 Perl 인터페이스
사용” [50]

확장 계정 기능 사용

사용자는 관리되는 계정 유형에 대한 해당 권한 프로파일이 있는 경우 확장 계정을 관리(계정
시작, 계정 중지 및 계정 구성 매개변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확장 계정 플로우 관리

■ 프로세스 관리

■ 작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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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관리

플로우, 프로세스, 작업 및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해 확
장 계정을 활성화하는 방법

작업, 프로세스, 플로우 및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해 확장 계정을 활성화하려면 acctadm 명
령을 사용합니다. acctadm에 대한 선택적 최종 매개변수는 명령이 확장 계정 기능의 플로우,
프로세스, 시스템 작업 또는 네트워크 계정 구성 요소에서 작동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참고 - 역할에는 권한 부여 및 권한이 있는 명령이 포함됩니다. Oracle Solaris의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기능을 통해 역할을 만들고 사용자에게 역할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을 참조하십시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프로세스에 대해 확장 계정을 활성화합니다.

# acctadm -e extended -f /var/adm/exacct/proc process

3. 작업에 대해 확장 계정을 활성화합니다.

# acctadm -e extended,mstate -f /var/adm/exacct/task task

4. 플로우에 대해 확장 계정을 활성화합니다.

# acctadm -e extended -f /var/adm/exacct/flow flow

5. 네트워크에 대해 확장 계정을 활성화합니다.

# acctadm -e extended -f /var/adm/exacct/net net

dladm 및 flowadm 명령에 의해 관리되는 링크 및 플로우에서 acctadm을 실행합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acctadm(1M)을 참조하십시오.

확장 계정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

acctadm을 인수 없이 입력하여 확장 계정 기능의 현재 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machine% acctadm
                 Task accounting: active

            Task accounting file: /var/adm/exacct/task

          Tracked task resources: extended

        Untracked task resources: none

              Process accounting: active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acct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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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 accounting file: /var/adm/exacct/proc

       Tracked process resources: extended

     Untracked process resources: host

                 Flow accounting: active

            Flow accounting file: /var/adm/exacct/flow

          Tracked flow resources: extended

        Untracked flow resources: none

이전 예에서는 시스템 작업 계정이 확장 모드 및 mstate 모드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프로
세스 및 플로우 계정은 확장 모드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참고 - 확장 계정의 컨텍스트에서 microstate(mstate)는 microstate 프로세스 전환과 연관된

확장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는 프로세스 사용 파일(proc(4) 참조)에서 제공됩니다.
이 데이터는 대체로 기본 또는 확장 레코드보다 프로세스의 작업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
합니다.

사용 가능한 계정 리소스를 보는 방법

사용 가능한 리소스는 시스템 및 플랫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acctadm 명령을 -r 옵션과 함
께 사용하여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계정 리소스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chine% acctadm -r
process:

extended pid,uid,gid,cpu,time,command,tty,projid,taskid,ancpid,wait-status,zone,flag,

memory,mstate displays as one line
basic    pid,uid,gid,cpu,time,command,tty,flag

task:

extended taskid,projid,cpu,time,host,mstate,anctaskid,zone

basic    taskid,projid,cpu,time

flow:

extended 

saddr,daddr,sport,dport,proto,dsfield,nbytes,npkts,action,ctime,lseen,projid,uid

basic    saddr,daddr,sport,dport,proto,nbytes,npkts,action

net:

  extended name,devname,edest,vlan_tpid,vlan_tci,sap,cpuid, \

  priority,bwlimit,curtime,ibytes,obytes,ipkts,opks,ierrpkts \

  oerrpkts,saddr,daddr,sport,dport,protocol,dsfield

  basic    name,devname,edest,vlan_tpid,vlan_tci,sap,cpuid, \

  priority,bwlimit,curtime,ibytes,obytes,ipkts,opks,ierrpkts \

  oerrpkts

프로세스, 작업, 플로우 및 네트워크 관리 계정을 비활성
화하는 방법

프로세스, 작업, 플로우 및 네트워크 계정을 비활성화하려면 acctadm 명령을 -x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각각을 해제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pro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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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프로세스 계정을 해제합니다.

# acctadm -x process 

3. 작업 계정을 해제합니다.

# acctadm -x task

4. 플로우 계정을 해제합니다.

# acctadm -x flow

5. 네트워크 관리 계정을 해제합니다.

# acctadm -x net

6. 작업 계정, 프로세스 계정, 플로우 및 네트워크 계정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acctadm
            Task accounting: inactive

       Task accounting file: none

     Tracked task resources: none

   Untracked task resources: extended

         Process accounting: inactive

    Process accounting file: none

  Tracked process resources: none

Untracked process resources: extended

            Flow accounting: inactive

       Flow accounting file: none

     Tracked flow resources: none

   Untracked flow resources: extended

            Net accounting: inactive

       Net accounting file: none

     Tracked Net resources: none

   Untracked Net resources: extended

libexacct에 대한 Perl 인터페이스 사용

exacct 객체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쇄하는 방법

다음 코드를 사용하여 exacct 객체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라이
브러리에서 Sun::Solaris::Exacct::Object::dump() 기능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이 기능은
ea_dump_object() 편의 기능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b dump_object

     {

             my ($obj, $indent)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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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istr = '  ' x $indent;

             #

             # Retrieve the catalog tag.  Because we are 

             # doing this in an array context, the

             # catalog tag will be returned as a (type, catalog, id) 

             # triplet, where each member of the triplet will behave as 

             # an integer or a string, depending on context.

             # If instead this next line provided a scalar context, e.g.

             #    my $cat  = $obj->catalog()->value();

             # then $cat would be set to the integer value of the 

             # catalog tag.

             #

             my @cat = $obj->catalog()->value();

             #

             # If the object is a plain item

             #

             if ($obj->type() == &EO_ITEM) {

                     #

                     # Note: The '%s' formats provide s string context, so

                     # the components of the catalog tag will be displayed

                     # as the symbolic values. If we changed the '%s'

                     # formats to '%d', the numeric value of the components

                     # would be displayed.

                     #

                     printf("%sITEM\n%s  Catalog = %s|%s|%s\n", 

                        $istr, $istr, @cat);

                     $indent++;

                     #

                     # Retrieve the value of the item.  If the item contains

                     # in turn a nested exacct object (i.e., an item or

                     # group),then the value method will return a reference

                     # to the appropriate sort of perl object

                     # (Exacct::Object::Item or Exacct::Object::Group).

                     # We could of course figure out that the item contained

                     # a nested item orgroup by examining the catalog tag in

                     # @cat and looking for a type of EXT_EXACCT_OBJECT or

                     # EXT_GROUP.

                     #

                     my $val = $obj->value();

                     if (ref($val)) {

                             # If it is a nested object, recurse to dump it.

                             dump_object($val, $indent);

                     } else {

                             # Otherwise it is just a 'plain' value, so

                             # display it.

                             printf("%s  Value = %s\n", $istr, $val);

                     }

             #

             # Otherwise we know we are dealing with a group.  Groups

             # represent contents as a perl list or array (depending on



Draft 2015-01-20-01:26:57+08:00
libexacct에 대한 Perl 인터페이스 사용

52 Oracle Solaris 11.2의 리소스 관리 • 2014년 7월

             # context), so we can process the contents of the group

             # with a 'foreach' loop, which provides a list context.

             # In a list context the value method returns the content

             # of the group as a perl list, which is the quickest

             # mechanism, but doesn't allow the group to be modified.

             # If we wanted to modify the contents of the group we could

             # do so like this:

             #    my $grp = $obj->value();   # Returns an array reference

             #    $grp->[0] = $newitem;

             # but accessing the group elements this way is much slower.

             #

             } else {

                     printf("%sGROUP\n%s  Catalog = %s|%s|%s\n",

                         $istr, $istr, @cat);

                     $indent++;

                     # 'foreach' provides a list context.

                     foreach my $val ($obj->value()) {

                             dump_object($val, $indent);

                     }

                     printf("%sENDGROUP\n", $istr);

             }

     }

새 그룹 레코드를 만들고 이를 파일에 쓰는 방법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새 그룹 레코드를 만들고 이를 /tmp/exacct라는 파일에 씁니다.

#!/usr/bin/perl

use strict;

use warnings;

use Sun::Solaris::Exacct qw(:EXACCT_ALL);

# Prototype list of catalog tags and values.

     my @items = (

             [ &EXT_STRING | &EXC_DEFAULT | &EXD_CREATOR      => "me"       ],

             [ &EXT_UINT32 | &EXC_DEFAULT | &EXD_PROC_PID     => $$         ],

             [ &EXT_UINT32 | &EXC_DEFAULT | &EXD_PROC_UID     => $<         ],

             [ &EXT_UINT32 | &EXC_DEFAULT | &EXD_PROC_GID     => $(         ],

             [ &EXT_STRING | &EXC_DEFAULT | &EXD_PROC_COMMAND => "/bin/rec" ],

     );

     # Create a new group catalog object.

     my $cat = ea_new_catalog(&EXT_GROUP | &EXC_DEFAULT | &EXD_NONE)

     # Create a new Group object and retrieve its data array.

     my $group = ea_new_group($cat);

     my $ary = $group->value();

     # Push the new Items onto the Group array.

     foreach my $v (@items) {

             push(@$ary, ea_new_item(ea_new_catalog($v->[0]), $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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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 the exacct file, write the record & close.

     my $f = ea_new_file('/tmp/exacct', &O_RDWR | &O_CREAT | &O_TRUNC)

        || die("create /tmp/exacct failed: ", ea_error_str(), "\n");

     $f->write($group);

     $f = undef;

exacct 파일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

다음 Per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exacct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usr/bin/perl

     use strict;

     use warnings;

     use Sun::Solaris::Exacct qw(:EXACCT_ALL);

     die("Usage is dumpexacct <exacct file>\n") unless (@ARGV == 1);

     # Open the exacct file and display the header information.

     my $ef = ea_new_file($ARGV[0], &O_RDONLY) || die(error_str());

     printf("Creator:  %s\n", $ef->creator());

     printf("Hostname: %s\n\n", $ef->hostname());

     # Dump the file contents

     while (my $obj = $ef->get()) {

             ea_dump_object($obj);

     }

     # Report any errors

     if (ea_error() != EXR_OK && ea_error() != EXR_EOF)  {

             printf("\nERROR: %s\n", ea_error_str());

             exit(1);

     }

     exit(0);

Sun::Solaris::Exacct::Object->dump()의 출력 예

이 출력 예는 “새 그룹 레코드를 만들고 이를 파일에 쓰는 방법” [52]에서 만든 파일에 대
해 Sun::Solaris::Exacct::Object->dump()를 실행하여 생성된 것입니다.

Creator:  root

Hostname: localhost

GROUP

       Catalog = EXT_GROUP|EXC_DEFAULT|EXD_NONE

       ITEM

         Catalog = EXT_STRING|EXC_DEFAULT|EXD_CREATOR

         Value = m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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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alog = EXT_UINT32|EXC_DEFAULT|EXD_PROC_PID

         Value = 845523

       ITEM

         Catalog = EXT_UINT32|EXC_DEFAULT|EXD_PROC_UID

         Value = 37845

       ITEM

         Catalog = EXT_UINT32|EXC_DEFAULT|EXD_PROC_GID

         Value = 10

       ITEM

         Catalog = EXT_STRING|EXC_DEFAULT|EXD_PROC_COMMAND

         Value = /bin/rec

END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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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6  장 

리소스 제어 정보

4장. 확장 계정 정보에 설명된 시스템에서 작업 부하의 리소스 사용을 확인한 후에는 리소스
사용에 대한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는 작업 부하로 인해 리소스가 과다 사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리소스 제어 기능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약 조건 방식입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리소스 제어 개념” [55]

■ “리소스 제어 및 속성 구성” [57]

■ “리소스 제어 적용” [67]

■ “실행 중인 시스템에서 리소스 제어 값 임시 업데이트” [68]

■ “리소스 제어와 함께 사용되는 명령” [68]

리소스 제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장. 리소스 제어 관리(작업)를 참조하
십시오.

리소스 제어 개념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에서는 프로세스별 리소스 제한의 개념이 2장. 프로젝트 및 작업 정
보에 설명된 작업 및 프로젝트 엔티티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향상된 기능은 리소스 제어
(rctls) 기능을 통해 제공됩니다. 또한 /etc/system 조정 기능을 통해 설정된 할당이 리소스
제어 방식을 통해 구성되거나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리소스 제어는 zone, project, task 또는 process 접두어를 통해 식별됩니다. 시스템 전체에
서 리소스 제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시스템에서 리소스 제어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리소스 제어의 목록은 “사용 가능한 리소스 제
어” [58]를 참조하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전체 리소스 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가능한 리소스 제어” [58]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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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제한 및 리소스 제어

UNIX 시스템에서 예전부터 리소스 제한 기능(rlimit)을 제공해 왔습니다. 관리자는 rlimit 기
능을 사용하여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양에 대해 하나 이상의 수치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는 사용된 프로세스별 CPU 시간, 프로세스별 코어 파일 크기 및
프로세스별 최대 힙 크기가 포함됩니다. 힙 크기는 프로세스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해 할당된
스크래치 메모리의 양입니다.

리소스 제어 기능은 리소스 제한 기능에 대한 호환성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리소스 제한
을 사용하는 기존 응용 프로그램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실행됩니다. 리소스 제어 기능
을 활용하도록 수정된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간 통신 및 리소스 제어

프로세스는 IPC(프로세스간 통신)의 몇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습니다. IPC를 통해 정보 전송 또는 동기화가 프로세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소
스 제어 기능은 커널의 IPC 기능의 동작을 정의하는 리소스 제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리소
스 제어는 /etc/system 튜너블을 대체합니다.

기본 리소스 제어 값을 초기화하는 데 사용되는 오래된 매개변수가 이 Oracle Solaris 시스템
의 /etc/system 파일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된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좋
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사용에 참여하는 IPC 객체를 살펴보려면 ipcs 명령과 -J 옵션을 함께 사용합니
다. 예제 화면을 보려면 “ipcs를 사용하는 방법” [79]을 참조하십시오. ipcs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pcs(1)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시스템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 조정 가능 매개변수
참조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제어 제약 조건 방식

리소스 제어는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제약 조건 방식을 제공합니다. 프로세스, 작업, 프로젝
트 및 영역이 지정된 시스템 리소스 양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방식은 리소스 과다 소비
를 방지하여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약 조건 방식을 사용하여 용량 계획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응용 프
로그램에 대한 리소스를 거부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 리소스 요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ipcs-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OLTUNEPARAMREF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OLTUNEPARAM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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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속성 방식

리소스 제어는 리소스 관리 기능을 위한 단순 속성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SS(Fare Share Scheduler) 예약 클래스에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CPU 수는
project.cpu-shares 리소스 제어를 통해 정의됩니다. 이 컨트롤을 통해 프로젝트에 고정된
몫이 지정되므로 컨트롤 초과와 관련된 다양한 동작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컨텍스
트에서 project.cpu-shares 컨트롤에 대한 현재 값은 지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속성으로 간
주됩니다.

프로젝트 속성의 또 다른 유형은 프로젝트에 연결된 프로세스 컬렉션에서 물리적 메모리의
리소스 사용을 규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속성에는 rcap 접두어가 붙습니다. 예를 들
면, rcap.max-rss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속성은 리소스 제어와 마찬가지로 project 데이터
베이스에서 구성됩니다. 하지만 커널에서 리소스 제어를 동기적으로 적용할 경우 리소스 상
한값은 rcapd (Resource Capping Daemon)에 의해 사용자 레벨에서 비동기적으로 적용
됩니다. rcap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장.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을 사용한 물리적 메모

리 제어 정보와 rcapd (1M)을 참조하십시오.

project.pool 속성은 프로젝트에 대해 풀 바인딩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리소스 풀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12장. 리소스 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제어 및 속성 구성

리소스 제어 기능은 project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성됩니다. 2장. 프로젝트 및 작업 정
보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제어 및 기타 속성은  project 데이터베이스 항목의 최종 필드에
설정됩니다. 각 리소스 제어와 연결된 값은 괄호 안에 지정되며 쉼표로 구분된 일반 텍스트로
나타납니다. 괄호로 묶인 값은 “동작 절”을 구성합니다. 각 동작 절은 권한 레벨, 임계값 및 특
정 임계값과 연관된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각 리소스 제어에는 여러 개의 동작 절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프로젝트 엔티티에 대한 작업별 경량 프로세스 제한
및 프로세스별 최대 CPU 시간 제한을 정의합니다. process.max-cpu-time은 1시간 동안 프
로세스가 실행된 후 SIGTERM 프로세스를 전송하며, 프로세스가 총 1시간 1분 동안 계속 실
행된 경우 SIGKILL을 전송합니다. 표 6-3. “리소스 제어 값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호”을 참조하
십시오.

development:101:Developers:::task.max-lwps=(privileged,10,deny);

  process.max-cpu-time=(basic,3600,signal=TERM),(priv,3660,signal=KILL)

typed as one line

참고 -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영역 전체 리소스 제어가 다소 다른 형식을 사용
하여 영역 구성에 지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영역 소개 ”의 “영역 전체 리소
스 제어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rctladm 명령을 사용하면 전역 범위에서 리소스 제어 기능에 대해 런타임으로 질의하고 수
정할 수 있습니다. prctl 명령을 사용하면 로컬 범위에서 리소스 제어 기능에 대해 런타임으
로 질문 및 수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ONz.config.ov-1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ONz.config.o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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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제어 값에 대한 전역 및 로컬 동작” [63], rctladm(1M) 및

prctl(1)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영역이 설치된 시스템의 비전역 영역에서는 rctladm을 사용하여 설정을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비전역 영역에서는 rctladm을 사용하여 각 리소스 제어의 전역 로깅 상태를 볼 수 있
습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 제어

이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리소스 제어의 목록이 다음 표에 표시됩니다.

이 표는 각 컨트롤에 의해 제한된 리소스를 설명합니다. 이 표는 또한 해당 리소스에 대한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기본 단위도 보여 줍니다. 기본 단위에는 두 가지 유형
이 있습니다.

■ 수량은 제한된 양을 나타냅니다.

■ 인덱스는 최대 유효 식별자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project.cpu-shares는 프로젝트에 부여된 할당 수를 지정합니다. process.max-

file-descriptor는 open(2) 시스템 호출을 통해 프로세스에 지정할 수 있는 최고 파일 번호
를 지정합니다.

표 6-1 표준 프로젝트, 작업 및 프로세스 리소스 제어

제어 이름 설명 기본 단위

project.cpu-cap 프로젝트별로 소모될 수 있는 CPU 리
소스 용량의 절대 한계입니다. 값 100은
project.cpu-cap 설정을 기준으로 CPU
하나의 100%를 의미합니다. 100%는
CPU 상한값을 사용할 때 시스템에서 하나
의 전체 CPU를 말하는 것이므로 값 125는
125%입니다.

수량(CPU 수)

project.cpu-shares FSS(Fair Share Scheduler)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부여된 CPU 할당 수

입니다(FSS(7) 참조).

수량(할당)

project.max-crypto-memory 하드웨어 암호화 가속화를 위해
libpkcs11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커널 메모
리 양입니다. 이 리소스 제어에 대해 커널
버퍼 및 세션 관련 구조 할당이 부과됩니
다.

크기(바이트)

project.max-locked-memory 허용되는 물리적 잠긴 메모리의 총량입니
다.

priv_proc_lock_memory가 사용자에게 지
정된 경우 해당 사용자가 모든 메모리를 잠
그지 않도록 이 리소스 제어를 설정해 보십
시오.

크기(바이트)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tl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ctl-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2open-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7fs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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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이름 설명 기본 단위

이 리소스 제어는 제거된 project.max-
device-locked-memory를 대체합니다.

project.max-msg-ids 이 프로젝트에 허용되는 최대 메시지 대기
열 ID 수입니다.

수량(메시지 대기열
ID)

project.max-port-ids 허용되는 최대 이벤트 포트 수입니다. 수량(이벤트 포트 수)

project.max-processes 이 프로젝트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프로세스 테이블 슬롯 수입니다.

일반 프로세스와 좀비 프로세스는 모두 프
로세스 테이블 슬롯을 사용하기 때문에
max-processes 컨트롤은 좀비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테이블을 소모하지 못하도록 방
지합니다. 좀비 프로세스에는 정의상 LWP
가 없으므로 max-lwps 컨트롤은 이러한 방
지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량(프로세스 테이블
슬롯)

project.max-sem-ids 이 프로젝트에 대해 허용된 최대 세마포 ID
수입니다.

수량(세마포 ID)

project.max-shm-ids 이 프로젝트에 대해 허용된 공유 메모리 ID
수입니다.

수량(공유 메모리 ID)

project.max-shm-memory 이 프로젝트에 대해 허용되는 전체 시스템
V 공유 메모리 양입니다.

크기(바이트)

project.max-lwps 이 프로젝트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LWP 수입니다.

수량(LWP)

project.max-tasks 이 프로젝트에서 허용하는 최대 작업 수입
니다.

수량(작업)

project.max-contracts 이 프로젝트에 허용되는 최대 계약 수입니
다.

수량(계약)

task.max-cpu-time 이 작업의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CPU 시간입니다.

시간(초)

task.max-lwps 이 작업의 프로세스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
는 최대 LWP 수입니다.

수량(LWP)

task.max-processes 이 작업의 프로세스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
는 최대 프로세스 테이블 슬롯 수입니다.

수량(프로세스 테이블
슬롯)

process.max-cpu-time 이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CPU
시간입니다.

시간(초)

process.max-file-descriptor 이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파일
설명자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최대 파일 설명
자)

process.max-file-size 이 프로세스에서 작성할 수 있는 최대 파일
오프셋입니다.

크기(바이트)

process.max-core-size 이 프로세스에서 생성하는 코어 파일의 최
대 크기입니다.

크기(바이트)

process.max-data-size 이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힙 메
모리입니다.

크기(바이트)

process.max-stack-size 이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스택
메모리 세그먼트입니다.

크기(바이트)

process.max-address-space 이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주소
공간 크기로, 세그먼트 크기로 합산됩니다.

크기(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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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이름 설명 기본 단위

process.max-port-events 이벤트 포트당 최대 허용 이벤트 수입니다. 수량(이벤트)

process.max-sem-nsems 세마포 집합당 허용되는 최대 세마포 수입
니다.

수량(집합당 세마포)

process.max-sem-ops semop 호출당 허용되는 최대 세마포 작업
수(semget() 시간에 리소스 제어로부터 복
사된 값)입니다.

수량(작업 수)

process.max-msg-qbytes 메시지 대기열의 최대 메시지 바이트 수
(msgget() 시간에 리소스 제어에서 복사된
값)입니다.

크기(바이트)

process.max-msg-messages 메시지 대기열의 최대 메시지 수(msgget()
시간에 리소스 제어에서 복사된 값)입니
다.

수량(메시지 수)

리소스 제어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변경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리소스 제어의 기본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etc/system 또는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본값이 아닌
항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값을 표시하려면 prctl 명령을 사용합니다.

영역 전체 리소스 제어

영역 전체 리소스 제어는 영역 내에서 모든 프로세스 항목의 총 리소스 사용을 제한합니다.
영역 전체 리소스 제어는 “Oracle Solaris 영역 소개 ”의 “영역 구성 요소”에 설명된 대로 전역
등록 정보 이름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표 6-2 영역 리소스 제어

제어 이름 설명 기본 단위

zone.cpu-cap 비전역 영역별로 소모될 수 있는 CPU 리
소스 용량의 절대 한계입니다.

값 100은 project.cpu-cap 설정을 기준
으로 CPU 하나의 100%를 의미합니다.
100%는 CPU 상한값을 사용할 때 시스템
에서 하나의 전체 CPU를 말하는 것이므로
값 125는 125%입니다.

수량(CPU 수)

zone.cpu-shares 이 영역에 대한 FSS(Fair Share
Scheduler) CPU 할당 수

수량(할당)

zone.max-lofi 영역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lofi 장치 수
입니다.

이 값은 각 영역의 부 노드 이름 공간 사용
을 제한합니다.

수량(lofi 장치 수)

zone.max-locked-memory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물리적 잠긴
메모리의 양입니다.

priv_proc_lock_memory가 영역에 지정된
경우 해당 영역이 모든 메모리를 잠그지 않

크기(바이트)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ONz.config.o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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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이름 설명 기본 단위

도록 이 리소스 제어를 설정하는 것도 고려
해 보십시오.

zone.max-lwps 이 영역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LWP 수입니다

수량(LWP)

zone.max-msg-ids 이 영역에 허용되는 최대 메시지 대기열 ID
수입니다

수량(메시지 대기열
ID)

zone.max-processes 이 영역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프
로세스 테이블 슬롯 수입니다.

일반 프로세스와 좀비 프로세스는 모두 프
로세스 테이블 슬롯을 사용하기 때문에
max-processes 컨트롤은 좀비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테이블을 소모하지 못하도록 방
지합니다. 좀비 프로세스에는 정의상 LWP
가 없으므로 max-lwps 컨트롤은 이러한 방
지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량(프로세스 테이블
슬롯)

zone.max-sem-ids 이 영역에 허용되는 최대 세마포 ID 수입니
다

수량(세마포 ID)

zone.max-shm-ids 이 영역에 허용되는 공유 메모리 ID 수입니
다

수량(공유 메모리 ID)

zone.max-shm-memory 이 영역에 허용되는 시스템 V 공유 메모리
의 총량입니다.

크기(바이트)

zone.max-swap 이 영역에 대한 사용자 프로세스 주소 공간
매핑 및 tmpfs 마운트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스왑 크기입니다.

크기(바이트)

영역 전체 리소스 제어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제어 및 속성 구성” [57] 및
“Oracle Solaris 영역 소개 ”의 “영역 전체 리소스 제어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영역 전체 리소스 제어를 전역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 지원

모든 리소스 제어마다 리소스 제어 형식을 식별하는 전역 플래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플래그는 시스템에서 prctl 명령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기본 형식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을 결정합니다.

■ 각 리소스 제어에 적합한 단위 문자열

■ 배율 값을 해석할 때 사용할 올바른 배율

다음 전역 플래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역 플래그 리소스 제어 형식 문자열 수정자 배율

RCTL_GLOBAL_BYTES 바이트 B 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ONz.config.o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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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플래그 리소스 제어 형식 문자열 수정자 배율

KB 210

MB 220

GB 230

TB 240

PB 250

EB 260

초 s 1

Ks 103

Ms 106

Gs 109

Ts 1012

Ps 1015

RCTL_GLOBAL_SECONDS

Es 1018

개수 none 1

K 103

M 106

G 109

T 1012

P 1015

RCTL_GLOBAL_COUNT

E 1018

배율 값은 리소스 제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배율 임계치 값을 보여 줍
니다.

task.max-lwps=(priv,1K,deny)

참고 - 단위 수정자는 prctl,  projadd 및 projmod 명령에 의해 허용됩니다. project 데이터
베이스 자체에서는 단위 수정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 제어 값과 권한 레벨

리소스 제어에 대한 임계값은 로컬 동작을 트리거하거나 로깅과 같은 전역 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적용 지점을 구성합니다.

리소스 제어에 대한 각 임계값은 권한 레벨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권한 레벨은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여야 합니다.

■ 기본 유형 - 호출 프로세스의 소유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권한 부여 - 권한 부여된(루트) 호출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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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 운영 체제 인스턴스 기간 동안 고정됩니다.

리소스 제어에는 시스템이나 리소스 공급자가 정의하는 하나의 시스템 값이 지정됩니다. 시
스템 값은 운영 체제의 현재 구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리소스의 양을 나타냅니다.

권한 부여된 값의 수를 정의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본 값만 허용됩니다. 권한 값을 지정하지
않고 수행되는 작업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권한이 할당됩니다.

리소스 제어 값에 대한 권한 레벨은 RCTL_BASIC, RCTL_PRIVILEGED 또는
RCTL_SYSTEM으로 리소스 제어 블록의 권한 필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trctl(2)를 참조하십시오. prctl 명령을 사용하여 기본 및 권한 부여된 레벨과 연결된 값
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제어 값에 대한 전역 및 로컬 동작

리소스 제어 값에 대한 동작 범주에는 전역과 로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소스 제어 값에 대한 전역 동작

전역 동작은 시스템의 모든 리소스 제어에 대한 리소스 제어 값에 적용됩니다.

rctladm(1M) 매뉴얼 페이지에 설명된 rctladm 명령을 사용하여 다음 동작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 활성 시스템 리소스 제어의 전역 상태 표시

■ 전역 로깅 동작 설정

리소스 제어에 대한 전역 로깅 동작을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심각도
레벨을 지정하여(syslog=level) syslog 동작을 특정 레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level에 사
용할 수 있는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bug

■ info

■ notice

■ warning

■ err

■ crit

■ alert

■ emerg

기본적으로 리소스 제어 위반에 대한 전역 로깅은 없습니다. n/a 레벨은 전역 동작을 구성할
수 없는 리소스 제어를 나타냅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2setrctl-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tl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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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제어 값에 대한 로컬 동작

제어 값을 초과하려는 프로세스에 대해 로컬 동작이 수행됩니다. 리소스 제어에 설정된
각 임계값에 대해 하나 이상의 동작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컬 동작에는 none, deny 및
signal=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동작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none 임계치보다 많은 양의 리소스 요청에 대해 동작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 동작은 응용 프로그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리소스 사용을 모니
터링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임계치를 초과하는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리소스 제어가 초과될 때 표시되는 전역 메시지를 사용으
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deny 임계치보다 많은 양의 리소스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ask.max-lwps 리소스 제어와 deny 동작을 사용하면 새 프로세스가 제

어 값을 초과할 경우 fork 시스템 호출이 실패합니다. fork(2)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ignal= 리소스 제어를 초과할 때 전역 단일 메시지 동작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계치 값이 초과될 때 신호가 해당 프로세스로 전송됩니다.
해당 프로세스가 추가 리소스를 사용할 경우 추가 신호가 전송되지 않
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신호는 표 6-3. “리소스 제어 값에 사용할 수 있
는 신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부 동작은 리소스 제어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는 자신이 구성
원으로 있는 프로젝트에 지정된 CPU 할당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project.cpu-
shares 리소스 제어에는 거부(deny) 동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현 제한으로 인해 각 컨트롤의 전역 등록 정보는 임계치 값에 설정할 수 있는 사용 가

능한 동작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rctl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사용 가능한 신호 동작 목록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신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ignal(3HEAD)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 6-3 리소스 제어 값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호

신호 설명 주

SIGABRT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SIGHUP 행업 신호를 전송합니다. 사용 가능한 회선에서
반송파가 중단될 때 발생합니다. 터미널을 제어
하는 프로세스 그룹으로 전송되는 신호입니다.

SIGTERM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전송한
종료 신호입니다.

SIGKILL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합니
다.

SIGSTOP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작업 제어 신호입니다.

SIGXRES 리소스 제어 제한을 초과했습니다. 리소스 제어
기능을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2fork-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tl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Fsignal-3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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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설명 주

SIGXFSZ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파일 크기 제한을 초과
했습니다.

RCTL_GLOBAL_FILE_SIZE 등록
정보를 가진 리소스 제어(process.
max-file-size)에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ctlblk_

set_value(3C)를 참조하십시오.

SIGXCPU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CPU 시간 제한을 초과
했습니다.

RCTL_GLOBAL_CPUTIME 등록
정보를 가진 리소스 제어(process.
max-cpu-time)에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ctlblk_

set_value(3C)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제어 플래그 및 등록 정보

시스템의 각 리소스 제어에는 연결된 등록 정보 세트가 있습니다. 이 등록 정보 세트는 플래
그 세트로 정의되며, 플래그 세트는 해당 리소스의 제어된 모든 인스턴스와 연결되어 있습니
다. 전역 플래그를 수정할 수 없지만, rctladm 또는 getrctl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여 플래그
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로컬 플래그는 특정 프로세스나 프로세스 컬렉션에 대해 해당 리소스 제어의 특정 임계치 값
에 대한 기본 동작 및 구성을 정의합니다. 한 임계치 값에 대한 로컬 플래그는 동일한 리소스
제어에 대한 다른 정의된 임계치 값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역 플래그는
특정 컨트롤과 연결된 모든 값에 대한 동작에 영향을 줍니다. 로컬 플래그는 prctl 명령이나 
setrctl 시스템 호출을 통해 해당 전역 플래그가 제공하는 제약 조건 내에서 수정할 수 있습

니다. setrctl(2)를 참조하십시오.

전체 로컬 플래그/전역 플래그 목록과 그에 대한 정의는 rctlblk_set_value(3C)를 참조
하십시오.

특정 리소스 제어에 대한 임계치 값에 도달할 때의 시스템 동작을 알아보려면 rctladm을 사
용하여 해당 리소스 제어에 대한 전역 플래그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process.max-cpu-
time의 값을 표시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rctladm process.max-cpu-time
 process.max-cpu-time  syslog=off  [ lowerable no-deny cpu-time inf seconds ]

전역 플래그는 다음을 나타냅니다.

lowerable 이 컨트롤에 대한 권한 부여된 값을 낮추는 데 수퍼 유저 권한은 필요하
지 않습니다.

no-deny 임계치 값을 초과하더라도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지 않습니
다.

cpu-time 이 리소스의 임계치 값에 도달할 때 SIGXCPU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Arctlblk-set-value-3c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Arctlblk-set-value-3c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Arctlblk-set-value-3c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Arctlblk-set-value-3c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2setrctl-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Arctlblk-set-value-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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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s 리소스 제어에 대한 시간 값입니다.

no-basic 권한 유형이 basic인 리소스 제어 값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권한 부여
된 리소스 제어 값만 허용됩니다.

no-signal 리소스 제어 값에는 로컬 신호 작업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no-syslog 이 리소스 제어에 대해 전역 syslog 메시지 작업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deny 임계치 값을 초과하는 경우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항상 거부합니다.

count 리소스 제어에 대한 개수(정수) 값입니다.

bytes 리소스 제어의 크기 단위입니다.

prctl 명령을 사용하여 리소스 제어에 대한 로컬 값과 작업을 표시합니다.

$ prctl -n process.max-cpu-time $$
 process 353939: -ksh

 NAME    PRIVILEGE    VALUE    FLAG   ACTION              RECIPIENT

 process.max-cpu-time

         privileged   18.4Es    inf   signal=XCPU                 -

         system       18.4Es    inf   none 

두 임계값에 대해 max(RCTL_LOCAL_MAXIMAL) 플래그가 설정되며, 이 리소스 제어에 대
해 inf(RCTL_GLOBAL_INFINITE) 플래그가 정의됩니다. inf 값의 수량에는 제한이 없습니
다. 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성된 대로 두 임계치 수량은 결코 초과되지 않는 무한
값을 나타냅니다.

리소스 제어 적용

하나의 리소스에 두 개 이상의 리소스 제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모델의 각 포함
레벨에 리소스 제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소스 제어가 서로 다른 컨테이너 레벨에서 동
일 리소스에 대해 활성 상태이면 최소 컨테이너 컨트롤이 먼저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제어
(task.max-cpu-time 및 process.max-cpu-time)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process.max-cpu-
time보다 task.max-cpu-time에 대해 작업이 먼저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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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프로세스 컬렉션, 컨테이너 관계 및 관련 리소스 제어 세트

리소스 제어 이벤트에 대한 전역 모니터링

대체로 프로세스의 리소스 사용은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rctladm 명령과 함
께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리소스 제어 동작을 사용해 보십시오. rctladm을 사용하여 리소스 제
어에 대해 syslog 작업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리소스 제어에서 관리하는 엔티티가 임
계치 값을 만나면 구성된 로깅 레벨에서 시스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7장. 리

소스 제어 관리(작업) 및 rctl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제어 적용

로그인할 때 또는 newtask, su나 기타 프로젝트 인식 실행 프로그램인 at, batch 또는 cron이
호출될 때 표 6-1. “표준 프로젝트, 작업 및 프로세스 리소스 제어”에 나열된 각 리소스 제어
가 프로젝트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시작되는 각 명령은 호출하는 사용자의 기본 프로젝트와

함께 별도 작업으로 실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ogin(1), newtask(1), at(1), cron(1M)

및 su(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tc/project 파일이든 네트워크 이름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표현이든 상관없이 project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는 현재 활성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로그인 또는 newtask를 통해 새 작업이 프로젝트를 참가시킬 때 적용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tl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login-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newtask-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at-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cron-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su-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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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중인 시스템에서 리소스 제어 값 임시 업데이트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된 값은 프로젝트에서 시작되는 새 작업에만 유효합니다. 하
지만 rctladm 및 prctl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 중인 시스템에서 리소스 제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로깅 상태 업데이트

rctladm 명령은 시스템 전체의 각 리소스 제어에 대한 전역 로깅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여 전역 상태를 확인하고 컨트롤이 초과될 때 syslog 로깅 레벨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리소스 제어 업데이트

prctl 명령을 사용하여 프로세스별로, 작업별로 또는 프로젝트별로 리소스 제어 값과 작업을
확인하고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작업 또는 프로세스 ID가 입력으로 제공되면
컨트롤이 정의된 레벨의 리소스 제어에 대해 명령이 실행됩니다.

값과 동작에 대한 수정 사항은 즉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 사항은 현재 프로세스,
작업 또는 프로젝트에만 적용됩니다.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는 변경 사항이 기록되지 않습
니다.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면 수정 사항이 손실됩니다. 리소스 제어를 영구적으로 변경하려
면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정할 수 있는 리소스 제어 설정은 모두 prctl 명령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및 권한 부여된 값 둘 다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작업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된 모든 작업은 기본 유형으로 가정되지
만, 루트 권한을 가진 사용자와 프로세스도 권한 부여된 리소스 제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리소스 제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 제어와 함께 사용되는 명령

다음 표에는 리소스 제어와 함께 사용되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명령 참조 설명

ipcs(1) 프로젝트 사용에 참여하는 IPC 객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prctl(1) 로컬 범위를 사용하여 리소스 제어 기능에 대해 런타임으로 질의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rctladm(1M) 전역 범위를 사용하여 리소스 제어 기능에 대해 런타임으로 질의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ipcs-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ctl-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tl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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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_controls(5) 매뉴얼 페이지에서는 단위 및 배율을 비롯하여 프로젝트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제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resource-control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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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리소스 제어 관리(작업) 71

 7 ♦  ♦  ♦        7  장 

리소스 제어 관리(작업)

이 장에서는 리소스 제어 기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리소스 제어 기능에 대한 개요는 6장. 리소스 제어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제어 관리(작업 맵)

작업 설명 수행 방법

리소스 제어를 설정합니다. /etc/project 파일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리소스 제어를 설정합니다.

“리소스 제어 설정” [72]

로컬 범위에서 활성 프로세스, 작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리소스 제어
를 가져오거나 수정합니다.

시스템의 활성 프로세스, 작업 또는
프로젝트와 연관된 리소스 제어에
대해 런타임 질의 및 수정을 수행합
니다.

“prctl 명령 사용” [74]

실행 중인 시스템에서 리소스 제어
의 전역 상태를 확인 또는 업데이트
합니다.

시스템 전체를 기반으로 각 리소스
제어의 전역 로깅 상태를 확인합니
다. 또한 제어가 초과될 때의 syslog
로깅 레벨을 설정합니다.

“rctladm 사용” [79]

활성 IPC(프로세스간 통신) 기능의
상태를 보고합니다.

활성 IPC(프로세스간 통신) 기능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프로젝트
사용에 영향을 주는 IPC 객체가 무
엇인지 관찰합니다.

“ipcs 사용” [79]

웹 서버에 충분한 CPU 용량이 할당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리소스 제어에서 전역 작업을 설정
합니다. 이 작업을 사용하여 리소스
제어 값이 너무 낮게 설정된 엔티티
가 있는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웹 서버에 충분한 CPU 용량이 할
당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
법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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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제어 설정

프로젝트의 각 작업에 대한 LWP 최대값을 설정하는 방법

이 절차는 x-files라는 프로젝트를 /etc/project 파일에 추가하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만들
어진 작업에 대한 LWP 최대값을 설정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projadd 명령을 -K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x-files라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각 작업의 LWP 최대값을 3으로 설정합니다.

# projadd -K 'task.max-lwps=(privileged,3,deny)' x-files

3.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etc/project 파일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다음을 입력합니다.

# projects -l

system

        projid : 0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

.

.

x-files

        projid : 100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task.max-lwps=(privileged,3,deny)

■ 다음을 입력합니다.

# cat /etc/project

system:0:System:::

.

.

.

x-files:100::::task.max-lwps=(privileged,3,d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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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7-1 예제 세션

이 절차의 단계를 구현한 후 루트 사용자가 x-files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newtask와 연
결하여 새 작업을 만들면 이 작업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사용자가 세 개를 초과하는 LWP는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아래의 예제 세션에 주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newtask -p x-files csh

# prctl -n task.max-lwps $$
process: 111107: csh

NAME    PRIVILEGE    VALUE    FLAG   ACTION            RECIPIENT

task.max-lwps

        usage            3

        privileged       3       -   deny                      -

        system       2.15G     max   deny                      -

# id -p
uid=0(root) gid=1(other) projid=100(x-files)

# ps -o project,taskid -p $$
 PROJECT TASKID

 x-files    73

# csh        /* creates second LWP */

# csh        /* creates third LWP */

# csh        /* cannot create more LWPs */
Vfork failed

#

프로젝트에서 여러 제어를 설정하는 방법

/etc/project 파일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리소스 제어 및 각 제어에 대한 여러 임계값
에 대한 설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계값은 작업 절에서 정의되며, 여러 값의 경우 쉼표로
구분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projmod 명령을 -s 및 -K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x-files 프로젝트에 대한 리소스 제어를 설정
합니다.

# projmod -s -K 'task.max-lwps=(basic,10,none),(privileged,500,deny);

process.max-file-descriptor=(basic,128,deny)' x-files one line in file

다음 제어가 설정됩니다.

■ 작업별 최대 LWP에 대한 작업이 없는 basic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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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별 최대 LWP에 대한 권한이 있는 deny 제어. 이러한 제어로 인해 이전 예 프로젝트
의 각 작업에 대한 LWP 최대값을 설정하는 방법 [72]에 표시된 대로 최대값을 초과
하는 LWP 생성은 실패하게 됩니다.

■ basic 레벨에서의 프로세스별 최대 파일 설명자에 대한 제한. 이것은 최대값을 초과하는
open 호출을 실패로 처리합니다.

3.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파일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다음을 입력합니다.

# projects -l

.

.

.

x-files

        projid : 100

        comment: ""

        users  : (none)

        groups : (none)

        attribs: process.max-file-descriptor=(basic,128,deny)

                 task.max-lwps=(basic,10,none),(privileged,500,deny) one line in file

■ 다음을 입력합니다.

# cat /etc/project

.

.

.

x-files:100::::process.max-file-descriptor=(basic,128,deny);

task.max-lwps=(basic,10,none),(privileged,500,deny) one line in file

prctl 명령 사용

prctl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활성 프로세스, 작업 또는 프로젝트와 연관된 리소스 제어

에 대해 런타임 질의 및 수정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rctl(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기본 리소스 제어 값을 표시하기 위해 prctl 명령을 사용
하는 방법

이 절차는 리소스 제어가 설정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는 시스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etc/
system 파일 또는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 기본값이 아닌 항목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ct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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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중인 현재 셸 등의 프로세스에서 prctl 명령을 사용합니다.

# prctl $$
process: 3320: bash

NAME    PRIVILEGE       VALUE    FLAG   ACTION                       RECIPIENT

process.max-port-events

        privileged      65.5K       -   deny                                 -

        system          2.15G     max   deny                                 -

process.max-msg-messages

        privileged      8.19K       -   deny                                 -

        system          4.29G     max   deny                                 -

process.max-msg-qbytes

        privileged      64.0KB      -   deny                                 -

        system          16.0EB    max   deny                                 -

process.max-sem-ops

        privileged        512       -   deny                                 -

        system          2.15G     max   deny                                 -

process.max-sem-nsems

        privileged        512       -   deny                                 -

        system          32.8K     max   deny                                 -

process.max-address-space

        privileged      16.0EB    max   deny                                 -

        system          16.0EB    max   deny                                 -

process.max-file-descriptor

        basic             256       -   deny                              3320

        privileged      65.5K       -   deny                                 -

        system          2.15G     max   deny                                 -

process.max-core-size

        privileged      8.00EB    max   deny                                 -

        system          8.00EB    max   deny                                 -

process.max-stack-size

        basic           10.0MB      -   deny                              3320

        privileged      32.0TB      -   deny                                 -

        system          32.0TB    max   deny                                 -

process.max-data-size

        privileged      16.0EB    max   deny                                 -

        system          16.0EB    max   deny                                 -

process.max-file-size

        privileged      8.00EB    max   deny,signal=XFSZ                     -

        system          8.00EB    max   deny                                 -

process.max-cpu-time

        privileged      18.4Es    inf   signal=XCPU                          -

        system          18.4Es    inf   none                                 -

task.max-cpu-time

        usage               0s   

        system          18.4Es    inf   none                                 -

task.max-processes

        usage               2    

        system          2.15G     max   deny                                 -

task.max-lwps

        usage               3    

        system          2.15G     max   deny                                 -

project.max-contracts

        privileged      10.0K       -   de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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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2.15G     max   deny                                 -

project.max-locked-memory

        usage               0B   

        system          16.0EB    max   deny                                 -

project.max-port-ids

        privileged      8.19K       -   deny                                 -

        system          65.5K     max   deny                                 -

project.max-shm-memory

        privileged       510MB      -   deny                                 -

        system          16.0EB    max   deny                                 -

project.max-shm-ids

        privileged        128       -   deny                                 -

        system          16.8M     max   deny                                 -

project.max-msg-ids

        privileged        128       -   deny                                 -

        system          16.8M     max   deny                                 -

project.max-sem-ids

        privileged        128       -   deny                                 -

        system          16.8M     max   deny                                 -

project.max-crypto-memory

        usage               0B   

        privileged       510MB      -   deny                                 -

        system          16.0EB    max   deny                                 -

project.max-tasks

        usage               2    

        system          2.15G     max   deny                                 -

project.max-processes

        usage               4    

        system          2.15G     max   deny                                 -

project.max-lwps

        usage              11    

        system          2.15G     max   deny                                 -

project.cpu-cap

        usage               0    

        system          4.29G     inf   deny                                 -

project.cpu-shares

        usage               1    

        privileged          1       -   none                                 -

        system          65.5K     max   none                                 -

zone.max-lofi

        usage               0    

        system          18.4E     max   deny                                 -

zone.max-swap

        usage            180MB   

        system          16.0EB    max   deny                                 -

zone.max-locked-memory

        usage               0B   

        system          16.0EB    max   deny                                 -

zone.max-shm-memory

        system          16.0EB    max   deny                                 -

zone.max-shm-ids

        system          16.8M     max   deny                                 -

zone.max-sem-ids

        system          16.8M     max   de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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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max-msg-ids

        system          16.8M     max   deny                                 -

zone.max-processes

        usage              73    

        system          2.15G     max   deny                                 -

zone.max-lwps

        usage             384    

        system          2.15G     max   deny                                 -

zone.cpu-cap

        usage               0    

        system          4.29G     inf   deny                                 -

zone.cpu-shares

        usage               1    

        privileged          1       -   none                                 -

        system          65.5K     max   none    

지정된 리소스 제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prctl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

실행 중인 현재 셸에 대한 최대 파일 설명자를 표시합니다.

# prctl -n process.max-file-descriptor $$
process: 110453: -sh

NAME    PRIVILEGE       VALUE    FLAG   ACTION       RECIPIENT

process.max-file-descriptor

        basic             256       -   deny            11731

        privileged      65.5K       -   deny                 -

        system          2.15G     max   deny     

값을 임시로 변경하기 위해 prctl을 사용하는 방법

이 절차 예에서는 prctl 명령을 사용하여 권한이 있는 새 값을 임시로 추가하여 x-files 프
로젝트에서 프로젝트별로 세 개를 초과하는 LWP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과는 프로
젝트의 각 작업에 대한 LWP 최대값을 설정하는 방법 [72]의 결과와 비슷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newtask를 사용하여 x-files 프로젝트를 연결합니다.

# newtask -p x-files

3. id 명령을 -p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올바른 프로젝트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id -p
uid=0(root) gid=1(other) projid=101(x-files)

4. project.max-lwps에 대해 LWP 수를 세 개로 제한하는 권한이 있는 새 값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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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ctl -n project.max-lwps -t privileged -v 3 -e deny -i project x-files

5. 결과를 확인합니다.

# prctl -n project.max-lwps -i project x-files
process: 111108: csh

NAME    PRIVILEGE    VALUE    FLAG   ACTION            RECIPIENT

project.max-lwps

        usage          203

        privileged    1000       -   deny                      -

        system       2.15G     max   deny                      -

리소스 제어 값을 낮추기 위해 prctl을 사용하는 방법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prctl 명령을 -r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process.max-file-descriptor 리소스 제어의 가장
낮은 값을 변경합니다.

# prctl -n process.max-file-descriptor -r -v 128 $$

프로젝트에 대한 제어 값을 표시, 대체 및 확인하기 위해
prctl을 사용하는 방법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group.staff 프로젝트에서 project.cpu-shares 값을 표시합니다.

# prctl -n project.cpu-shares -i project group.staff
project: 2: group.staff

NAME    PRIVILEGE       VALUE    FLAG   ACTION     RECIPIENT

project.cpu-shares

        usage               1

        privileged          1       -   none               -

        system          65.5K     max   none 

3. 현재 project.cpu-shares 값 1을 값 10으로 대체합니다.

# prctl -n project.cpu-shares -v 10 -r -i project group.staff

4. group.staff 프로젝트에서 project.cpu-shares 값을 표시합니다.

# prctl -n project.cpu-shares -i project group.staff
project: 2: group.staff

NAME    PRIVILEGE       VALUE    FLAG   ACTION     RECIP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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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cpu-shares

        usage               1    

        privileged          1       -   none                                 -

        system          65.5K     max   none 

rctladm 사용

rctladm을 사용하는 방법

rctladm 명령을 사용하여 리소스 제어 기능의 전역 상태에 대해 런타임 질의 및 수정을 수행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ctl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rctladm을 -e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리소스 제어의 전역 syslog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가 초과되는 경우 지정된 syslog 레벨에 알림이 기록됩니다. process.max-
file-descriptor의 전역 syslog 속성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rctladm -e syslog process.max-file-descriptor

인수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rctladm 명령은 각 리소스 제어에 대한 전역 유형 플래그를 포함
하여 전역 플래그를 표시합니다.

# rctladm
process.max-port-events     syslog=off  [ deny count ]

process.max-msg-messages    syslog=off  [ deny count ]

process.max-msg-qbytes      syslog=off  [ deny bytes ]

process.max-sem-ops         syslog=off  [ deny count ]

process.max-sem-nsems       syslog=off  [ deny count ]

process.max-address-space   syslog=off  [ lowerable deny no-signal bytes ]

process.max-file-descriptor syslog=off  [ lowerable deny count ]

process.max-core-size       syslog=off  [ lowerable deny no-signal bytes ]

process.max-stack-size      syslog=off  [ lowerable deny no-signal bytes ]

.

.

.

ipcs 사용

ipcs를 사용하는 방법

ipcs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활성 IPC(프로세스간 통신) 기능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ipcs(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tl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ipc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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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s를 -J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할당된 IPC 객체를 제한하는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ipcs -J
    IPC status from <running system> as of Wed Mar 26 18:53:15 PDT 2003

T         ID      KEY        MODE       OWNER    GROUP    PROJECT

Message Queues:

Shared Memory:

m       3600      0       --rw-rw-rw-   uname    staff    x-files

m        201      0       --rw-rw-rw-   uname    staff    x-files

m       1802      0       --rw-rw-rw-   uname    staff    x-files

m        503      0       --rw-rw-rw-   uname    staff    x-files

m        304      0       --rw-rw-rw-   uname    staff    x-files

m        605      0       --rw-rw-rw-   uname    staff    x-files

m          6      0       --rw-rw-rw-   uname    staff    x-files

m        107      0       --rw-rw-rw-   uname    staff    x-files

Semaphores:

s          0      0       --rw-rw-rw-   uname    staff    x-files

용량 경고

리소스 제어에 대한 전역 작업을 사용하여 너무 낮게 설정된 리소스 제어 값을 초과하는 항목
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서버에 일반적인 작업 부하를 위한 충분한 CPU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휴 CPU 시간 및 로드 평균에 대한 sar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계정 데이터를 검사하여 웹 서버 프로세스에 대해 동시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수를 확
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쉬운 방법은 웹 서버를 작업 내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syslog를 사용
하여 전역 작업을 설정하면 작업에서 시스템 용량에 적합한 예약된 LWP 수를 초과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ar(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웹 서버에 충분한 CPU 용량이 할당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방법

1. prctl 명령을 사용하여 httpd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작업에 권한이 있는(루트 소유) 리소스
제어를 배치합니다. 각 작업의 LWP 총 수를 40으로 제한하고 모든 로컬 작업을 사용 안함으
로 설정합니다.

# prctl -n task.max-lwps -v 40 -t privileged -d all `pgrep httpd`

2. task.max-lwps 리소스 제어에서 시스템 로그 전역 작업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s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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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tladm -e syslog task.max-lwps

3. 작업 부하가 리소스 제어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관찰합니다.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var/adm/messages가 표시됩니다.

Jan  8 10:15:15 testmachine unix: [ID 859581 kern.notice] 

NOTICE: privileged rctl task.max-lwps exceeded by task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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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        8  장 

FSS(Fair Share Scheduler) 정보

작업 부하 데이터의 분석은 특정 작업 부하 또는 작업 부하 그룹이 CPU 리소스를 독점 사용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작업 부하가 CPU 사용에 대한 리소스 제약 조건에 위배되
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 대한 CPU 시간의 할당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설명된
Fair Share Scheduling 클래스를 사용하면 TS(시간 공유) 예약 클래스의 우선 순위 체계 대
신에 공유 기반 CPU 시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스케줄러 소개” [83]

■ “CPU 할당 정의” [84]

■ “CPU 할당 및 프로세스 상태” [84]

■ “CPU 할당과 사용률” [85]

■ “CPU 배분 할당의 예” [85]

■ “FSS 구성” [87]

■ “FSS와 프로세서 세트” [88]

■ “FSS를 다른 예약 클래스와 결합” [90]

■ “시스템용 예약 클래스 설정” [91]

■ “영역이 설치된 시스템의 예약 클래스” [92]

■ “FSS에 사용되는 명령” [92]

FSS(Fair Share Scheduler)를 사용하려면 9장. FSS(Fair Share Scheduler) 관리 작업을 참
조하십시오.

스케줄러 소개

운영 체제의 기본 작업은 시스템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는 프로세스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전달자라고 하는 프로세스 스케줄러는 프로세스에 대한 CPU 할당을 제어하는 커
널 부분입니다. 스케줄러는 예약 클래스 개념을 제공합니다. 각 클래스는 해당 클래스 내에서
프로세스를 예약하는 데 사용되는 예약 정책을 정의합니다.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의 기본
스케줄러인 TS 스케줄러는 사용할 수 있는 CPU에 대한 상대적으로 동일한 액세스 권한을 모
든 프로세스에 제공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른 프로세스보다 더 많은 리소스가 특정 프로세스
에 제공되도록 지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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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Fair Share Scheduler)를 사용하면 중요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CPU 리소스를 작업
부하에 할당하는 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성은 각 작업 부하에 지정하는 CPU 리소
스의 할당 수로 표현됩니다.

각 프로젝트에 CPU 할당 수를 제공하여 CPU 리소스에 대한 프로젝트의 권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FSS는 프로젝트에 연결된 프로세스 수와는 상관없이 할당된 수에 따라 프로젝트
에 CPU 리소스를 공정하게 분산할 수 있습니다. FSS는 다른 프로젝트에 따라 사용량이 적은
경우 권리를 높이고 CPU 사용량이 많은 경우 프로젝트의 권리를 낮춤으로써 공정성을 실현
합니다.

FSS는 dispadmin(1M) 및 priocntl(1) 명령의 클래스별 버전과 커널 예약 클래스 모듈로

구성됩니다. FSS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 할당은 project(4) 데이터베이스의 project.cpu-
shares 등록 정보를 통해 지정됩니다.

참고 - 영역이 설치된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project.cpu-shares 리소스 제어를 사용하
는 경우 “Oracle Solaris 영역 소개 ”의 “영역 전체 리소스 제어 설정” 및 “Oracle Solaris 영
역 만들기 및 사용 ”의 “영역이 설치된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Fair Share Scheduler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CPU 할당 정의

“할당”이라는 용어는 프로젝트에 지정되는 시스템의 CPU 리소스 양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
다. 프로젝트에 다른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CPU 수를 지정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FSS(Fair
Share Scheduler)에서 더 많은 CPU 리소스를 받습니다.

CPU 할당은 CPU 리소스 백분율과는 다릅니다. 할당은 다른 작업 부하에 대한 해당 작업 부
하의 상대적 중요성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CPU 할당을 프로젝트에 지정할 경우 프로젝
트에 지정된 할당 수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해당 프
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수가 할당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다른 프로
젝트 중에서 몇 개와 CPU 리소스 경합을 벌여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 할당 수가 0개인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항상 최저 우선 순위(0)로 실행됩니다. 이러
한 프로젝트는 할당 수가 0이 아닌 프로젝트가 CPU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실행
됩니다.

CPU 할당 및 프로세스 상태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는 프로젝트 작업 부하가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로 구
성됩니다. FSS(Fair Share Scheduler) 관점에서는 각 프로젝트 작업 부하가 유휴 상태 또
는 활성 상태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CPU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를 유휴 상태로 간주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세스가 일시 정지(I/O 완료 대기) 또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ispadmin-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iocntl-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project-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ONz.config.ov-1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z.admin.task-7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z.admin.task-7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z.admin.task-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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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지됨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프로세스 중 하나 이상이 CPU 리소스를 사용 중인 경우 프
로젝트를 활성 상태로 간주합니다. 모든 활성 프로젝트의 할당 수 합계는 프로젝트에 지정될
CPU 리소스 양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경우 각 프로젝트의 CPU 할당이 감소되지만 다양한 프로젝
트의 할당 간 비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CPU 할당과 사용률

배분 할당은 사용률과는 다릅니다. CPU 리소스의 50%가 할당된 프로젝트는 평균 20%의
C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당 수는 다른 프로젝트와 경합이 있는 경우에만 CPU 사
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젝트의 할당이 얼마나 적든 상관없이 시스템에서 단독으
로 실행 중인 경우 항상 처리 능력의 100%를 받습니다. 사용 가능한 CPU 주기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CPU 주기가 프로젝트 간에 분산됩니다.

사용 중인 작업 부하에 할당 수가 적게 지정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이 과부하 상태가 아닌 경우 작업 부하가 작업 완료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CPU 배분 할당의 예

각각 A와 B라는 두 가지 병렬 CPU 바인딩 작업 부하를 실행하는 CPU 두 개가 장착된 시스
템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작업 부하는 개별 프로젝트로 실행 중입니다. 이러한 각
각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A에  SA 할당이 지정되고 B에 SB 할당이 지정되도록 구성되었습

니다.

평균적으로 기존 TS 스케줄러에서는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각 작업 부하에 동일한 양의 CPU
리소스가 제공됩니다. 각 작업 부하는 시스템 용량의 50%를 얻게 됩니다.

SA =SB 를 사용하여 FSS 스케줄러의 제어 하에서 실행할 경우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거의

동일한 CPU 리소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서로 다른 할당 수가 지정되는 경우
CPU 리소스 할당이 다릅니다.

다음 세 가지 예는 서로 다른 구성에서의 할당 수 작동 방식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예는 요구
량이 사용 가능한 리소스와 일치하거나 초과할 경우에만 수치상 할당에 따라 사용량을 정확
히 표시됨을 보여 줍니다.

예 1: 각 프로젝트의 CPU에 바인딩된 두 개 프로세스

A와 B 각각에 CPU에 바인딩된 두 개 프로세스가 있으며, SA = 1과 SB = 3인 경우 총 할당

수는 1 + 3 = 4입니다. 이 구성에서는 CPU 수요가 충분히 제공된 경우 프로젝트 A 및 B에
각각 25%와 75%의 리소스가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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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프로젝트 간 경합 없음

A와 B에 각각 CPU에 바인딩된 프로세스 하나가 있고 SA = 1 및 SB = 100인 경우 총 할당

수는 101입니다. 각 프로젝트에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하나뿐이므로 각 프로젝트에서 두
개 이상의 CPU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구성에서는 프로젝트 간에 CPU 리소스 경합이 없
으므로 프로젝트 A 및  B에 각각 모든 CPU 리소스의 50%가 할당됩니다. 이 구성에서는
CPU 할당 값이 무관합니다. 두 프로젝트에 할당 0이 지정되었더라도 프로젝트의 할당은 동
일합니다(50/50).

예 3: 프로젝트 한 개를 실행할 수 없음

A와 B에는 각각 두 개의 CPU에 바인딩된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젝트 A에 할당 1이 제공되며
프로젝트 B에 할당 0이 제공된 경우 프로젝트 B에는 CPU 리소스가 할당되지 않으며 프로젝
트 A에 모든 CPU 리소스가 할당됩니다. B의 프로세스는 항상 시스템 우선 순위 0에서 실행
되므로 프로젝트 A의 프로세스에 더 높은 우선 순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B의 프로세스를 실
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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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구성

프로젝트 및 사용자

프로젝트는 FSS 스케줄러의 작업 부하 컨테이너입니다. 프로젝트에 지정된 사용자 그룹이
단일 제어 가능 블록으로 처리됩니다. 개별 사용자마다 고유한 할당 수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할당이 서로 다르게 지정된 여러 프로젝트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에
서 다른 프로젝트로 프로세스를 옮김으로써 프로세스에 가변 양의 CPU 리소스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project(4) 데이터베이스 및 이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roject 데이터베이
스” [21]를 참조하십시오.

CPU 할당 구성

CPU 할당의 구성은 이름 서비스를 통해 project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정보로 관리됩니다.

setproject(3PROJECT)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 프로젝트와 연결된 첫번째 작업(또는 프
로세스)을 만드는 경우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 project.cpu-shares 리소스 제어로 정의된
CPU 할당 수가 커널에 전달됩니다. project.cpu-shares 리소스 제어가 정의되지 않은 프로
젝트에는 할당 1이 지정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project-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Hsetproject-3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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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서 /etc/project 파일의 이 항목은 x-files 프로젝트에 대한 할당 수를  5로 설정합
니다.

x-files:100::::project.cpu-shares=(privileged,5,none)

프로젝트가 이미 실행 중일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젝트에 할당된 CPU 할당 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할당 수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프로
젝트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젝트의 속성을 변경하지 않고 프로젝트에 지정된 할당 수를
임시로 변경하려면 prctl 명령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프로젝트와 연결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동안 x-files 프로젝트의 project.cpu-shares 리소스 제어 값을 3으로 변경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prctl -r -n project.cpu-shares -v 3 -i project x-files

자세한 내용은 prctl(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 이름이 지정된 리소스 제어의 현재 값을 바꿉니다.

-n name 리소스 제어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v val 리소스 제어의 값을 지정합니다.

-i idtype 다음 인수의 ID 형식을 지정합니다.

x-files 변경 객체를 지정합니다. 이 예서는  x-files 프로젝트가 객체입니다.

프로젝트 ID가 0인 system  프로젝트에는 부트 시 초기화 스크립트를 통해 시작되는 모든 시
스템 데몬이 포함됩니다. system은 할당 수에 제한이 없는 프로젝트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프로젝트에 지정된 할당 수와 상관없이 system이 항상 첫번째로 예약된다
는 뜻입니다. system 프로젝트에 지정되는 할당 수를 제한하려면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할당 수를 지정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할당 수가 0인 프로젝트에 속하는 프로세스에는 항상 시스템 우선 순위
0이 지정됩니다. 할당 수가 1 이상인 프로젝트는 1 이상의 우선 순위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할당 수가 0인 프로젝트는 할당 수가 0이 아닌 프로젝트로부터의 요청이 없어서 사용 가능한
CPU 리소스가 남아 있을 때만 예약됩니다.

한 프로젝트에 지정할 수 있는 최대 할당 수는 65535입니다.

FSS와 프로세서 세트

FSS를 프로세서 세트와 함께 사용하면 프로세서 세트만 사용할 때보다 각 프로세서 세트에서
실행하는 프로젝트 간 CPU 리소스 할당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FSS 스케줄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ct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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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는 프로세서 세트를 완전히 독립된 분할 영역으로 간주하므로, 각 프로세서 세트가 CPU
할당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제어됩니다.

한 프로세서 세트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의 CPU 할당은 프로젝트가 동일한 리소스를 놓고
경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프로세서 세트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의 작업이나 CPU 할당 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는 동일한 프로세서 세트 내에서 실행 중인 경우에만 서로 간
에 경합을 벌입니다.

프로젝트에 지정된 할당 수는 시스템 전체에 적용됩니다. 어느 프로세서 세트에서 실행 중인
지와 상관없이 프로젝트의 각 부분에는 동일한 할당이 제공됩니다.

프로세서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 각 프로세서 세트 내에서 실행되는 활성 프로젝트에 대해 프
로젝트 CPU 할당이 계산됩니다.

다른 프로세서 세트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 분할 영역의 경우 CPU 할당이 다를 수도 있습니
다. 프로세서 세트 내 각 프로젝트 분할 영역의 CPU 할당은 동일 프로세서 세트에서 실행되
는 다른 프로젝트의 할당에만 종속됩니다.

프로세서 세트의 경계 내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 및 가용성은 새 프로세서 세트
가 추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세서 세트에서 실행되
는 프로젝트의 할당이 변경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빈 프로세서 세트(세트 내 프로세서가 없음)나 해당 세트에 바인딩된 프로세스가 없는 프로
세서 세트는 FSS 스케줄러 동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FSS 및 프로세서 세트 예

CPU가 8개인 서버가 프로젝트 A, B 및  C에서 CPU에 바인딩된 몇 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A에 한 개가 할당되고, 프로젝트 B에 두 개가 할당되
며, 프로젝트  C에 세 개가 할당됩니다.

프로젝트 A는 프로세서 세트 1에서만 실행 중입니다. 프로젝트 B는 프로세서 세트 1과 2에
서 실행 중입니다. 프로젝트 C는 프로세서 세트 1, 2 및 3에서 실행 중입니다. 각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한 모든 CPU 처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
니다. 따라서 각 프로세서 세트에서는 항상 CPU 리소스 경쟁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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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이러한 시스템 하나에서 시스템 전체의 프로젝트 CPU 할당을 보여 줍니다.

프로젝트 할당

프로젝트 A 4% = (1/6 X 2/8)pset1

프로젝트 B 28% = (2/6 X 2/8)pset1+ (2/5 * 4/8)pset2

프로젝트 C 67% = (3/6 X 2/8)pset1+ (3/5 X 4/8)pset2+ (3/3 X 2/8)pset3

이러한 백분율은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해당 CPU 할당량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프
로세서 세트 내에서 프로젝트당 CPU 할당 비율은 각각의 할당에 비례합니다.

프로세서 세트가 없는 동일 시스템에서는 CPU 리소스의 할당이 다음 표에서처럼 다르게 나
타납니다.

프로젝트 할당

프로젝트 A 16.66% = (1/6)

프로젝트 B 33.33% = (2/6)

프로젝트 C 50% = (3/6)

FSS를 다른 예약 클래스와 결합

기본적으로 FSS 예약 클래스는 TS(시간 공유), IA(대화형) 및 FX(고정 우선 순위) 예약 클래
스와 동일한 우선 순위 범위(0 ~ 59)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예약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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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로세스가 동일한 프로세서 세트를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FSS, TS, IA 및 FX 클
래스의 프로세스 혼합으로 예기치 않은 예약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 한 시스템에서 TS, IA 및 FX와 FSS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각 프로세서 세트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세서가 하나의 예약 클래스 안에 있어
야 하므로 동일 CPU를 놓고 경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FX 스케줄러는 프로세서 세트
가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FSS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FX 클래스의 응
용 프로그램이 너무 높은 우선 순위를 사용하게 되어 FSS 클래스의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될
리소스가 부족해지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프로세서에서 또는 프로세서 세트가 없는 동일 시스템에서 TS 및 IA 클래스의 프로세
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시스템은 루트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RT(실시간) 스케줄러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RT 예약 클래스는 FSS와는 다른 범위(일반적으로 100 ~ 159)에서 시스템 우선
순위를 사용합니다. RT 및 FSS가 disjoint 또는 겹치지 않는 우선 순위 범위를 사용 중이므로
FSS가 동일한 프로세서 세트 내에서 RT 예약 클래스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SS 예약
클래스는 RT 클래스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4-프로세서 시스템에서 단일 스레드 RT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가 CPU에 바인딩된
경우 하나의 전체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FSS도 실행하는 경우 일반 사
용자 프로세스는 RT 프로세스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남은 CPU 3개를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됩
니다. RT 프로세스는 CPU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T 프로세스가 유휴 상태가 되
면 FSS에서 4개 프로세서 모두를 활용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프로세서 세트가 실행 중인 예약 클래스를 찾고 각 프로세서가 TS, IA,
FX 또는 FSS 프로세스를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s -ef -o pset,class | grep -v CLS | sort | uniq
1 FSS

1 SYS

2 TS

2 RT

3 FX

시스템용 예약 클래스 설정

시스템용 기본 예약 클래스를 설정하려면 FSS를 기본 스케줄러 클래스로 설정하는 방
법 [95], “Oracle Solaris 영역 만들기 및 사용 ”의 “영역이 설치된 Oracle Solaris 시스템

에서 Fair Share Scheduler 사용” 및 dispadmin(1M)을 참조하십시오. 실행 중인 프로세스

를 다른 예약 클래스로 이동하려면 “FSS 구성” [95] 및 priocntl(1)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z.admin.task-7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z.admin.task-7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ispadmin-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iocnt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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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설치된 시스템의 예약 클래스

비전역 영역은 시스템용 기본 예약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시스템을 새로운 기본 예약 클래스
설정으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비전역 영역은 부트 또는 재부트될 때 새 설정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의 기본적인 FSS 사용 방법은 dispadmin 명령을 사용하여 FSS를 시스템 기본 예약 클
래스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영역에 시스템 CPU 리소스가 공정하게 할당됩니다.
영역이 사용 중인 경우 예약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영역 만들기 및 사
용 ”의 “영역이 설치된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Fair Share Scheduler 사용”을 참조하십
시오.

기본 예약 클래스 변경 및 재부트 없이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다른 예약 클래스로 이동하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riocntl(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FSS에 사용되는 명령

다음 표에 표시된 명령은 FSS(Fair Share Scheduler)에 대한 기본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
합니다.

명령 참조 설명

priocntl(1) 지정된 프로세스의 예약 매개변수를 표시하거나 설정하고, 실행 중인 프로세스
를 다른 예약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ps(1)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고 프로세서 세트가 실행 중인 예약
클래스를 식별합니다.

dispadmin(1M)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스케줄러를 나열합니다. 시스템용 기본 스케줄러를 설
정합니다. FSS 스케줄러의 시간 양자 값을 검사 및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FSS(7) FSS(Fare Share Scheduler)를 설명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z.admin.task-7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z.admin.task-7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iocntl-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iocntl-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s-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ispadmin-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7fs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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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Fair Share Scheduler) 관리 작업

이 장에서는 FSS(Fare Share Scheduler)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FSS 개요는 8장. FSS(Fair Share Scheduler)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영역을 사용 중인 경우
예약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영역 만들기 및 사용 ”의 “영역이 설치된
시스템의 FSS(Fair Share Scheduler)”를 참조하십시오.

FSS(Fair Share Scheduler) 관리 작업 맵

작업 설명 정보

CPU 사용량을 모니터링합니다. 프로젝트의 CPU 사용과 프로세서
세트의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합니다.

“FSS 모니터링” [93]

기본 스케줄러 클래스를 설정합니
다.

FSS와 같은 스케줄러를 시스템에 대
한 기본 스케줄러로 설정합니다.

FSS를 기본 스케줄러 클래스로 설정
하는 방법 [95]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하나의 스케
줄러 클래스에서 FSS 클래스와 같은
다른 예약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기본 예약 클래스를 변경 및 재부트
하지 않고 프로세스를 하나의 예약
클래스에서 다른 예약 클래스로 수
동으로 이동합니다.

TS 클래스에서 FSS 클래스로 프
로세스를 수동으로 이동하는 방
법 [96]

모든 예약 클래스에서 실행 중인 모
든 프로세스를 FSS 클래스와 같은
다른 예약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기본 예약 클래스를 변경 및 재부트
하지 않고 모든 예약 클래스의 프로
세스를 다른 예약 클래스로 수동으
로 이동합니다.

모든 사용자 클래스에서 FSS 클래스
로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이동하는
방법 [96]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FSS 클래스
와 같은 다른 예약 클래스로 이동합
니다.

현재 예약 클래스에서 다른 예약 클
래스로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수동
으로 이동합니다.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FSS 클
래스로 수동으로 이동하는 방
법 [97]

FSS 매개변수를 검사하고 조정합니
다.

스케줄러의 시간 양자 값을 조정합
니다. 시간 양자는 프로세서를 포기
하기 전에 스레드를 실행하도록 허
용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스케줄러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방
법” [97]

FSS 모니터링

prstat(1M) 매뉴얼 페이지에 설명된 prstat 명령을 사용하여 활성 프로젝트별로 CPU 사
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z.admin.ov-4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z.admin.ov-4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rstat-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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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대한 확장 회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CPU 리소스 양에 대한 프
로젝트별 통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 확장 계정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별로 시스템 CPU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의 CPU 사용을 모니터링하려면 prstat 명령을 -J 옵션과 함
께 사용합니다.

# prstat -J
   PID USERNAME  SIZE   RSS STATE  PRI NICE      TIME  CPU PROCESS/NLWP

  5107 root     4556K 3268K cpu0    59    0   0:00:00 0.0% prstat/1

  4570 root       83M   47M sleep   59    0   0:00:25 0.0% java/13

  5105 bobbyc   3280K 2364K sleep   59    0   0:00:00 0.0% su/1

  5106 root     3328K 2580K sleep   59    0   0:00:00 0.0% bash/1

     5 root        0K    0K sleep   99  -20   0:00:14 0.0% zpool-rpool/138

   333 daemon   7196K 2896K sleep   59    0   0:00:07 0.0% rcapd/1

    51 netcfg   4436K 3460K sleep   59    0   0:00:01 0.0% netcfgd/5

  2685 root     3328K 2664K sleep   59    0   0:00:00 0.0% bash/1

   101 netadm   4164K 2824K sleep   59    0   0:00:01 0.0% ipmgmtd/6

   139 root     6940K 3016K sleep   59    0   0:00:00 0.0% syseventd/18

  5082 bobbyc   2236K 1700K sleep   59    0   0:00:00 0.0% csh/1

    45 root       15M 7360K sleep   59    0   0:00:01 0.0% dlmgmtd/7

    12 root       23M   22M sleep   59    0   0:00:45 0.0% svc.configd/22

    10 root       15M   13M sleep   59    0   0:00:05 0.0% svc.startd/19

   337 netadm   6768K 5620K sleep   59    0   0:00:01 0.0% nwamd/9

PROJID    NPROC  SWAP   RSS MEMORY      TIME  CPU PROJECT

     1        6   25M   18M   0.9%   0:00:00 0.0% user.root

     0       73  479M  284M    14%   0:02:31 0.0% system

     3        4   28M   24M   1.1%   0:00:26 0.0% default

    10        2   14M 7288K   0.3%   0:00:00 0.0% group.staff

Total: 85 processes, 553 lwps, load averages: 0.00, 0.00, 0.00

프로세서 세트에서 프로젝트별로 CPU 사용을 모니터링하
는 방법

프로세서 세트 목록에서 프로젝트의 CPU 사용을 모니터링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prstat -J -C pset-list

여기서 pset-list는 쉼표로 구분된 프로세서 세트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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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구성

Oracle Solaris 시스템의 다른 예약 클래스에 사용하는 동일한 명령을 FSS에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스케줄러 클래스를 설정하고 스케줄러의 조정 가능 매개변수를 구성하며 개별 프로
세스의 등록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vcadm restart를 사용하여 스케줄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vcadm(1M)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의 스케줄러 클래스 나열

시스템의 스케줄러 클래스를 표시하려면  dispadmin 명령을 -l 옵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 dispadmin -l
CONFIGURED CLASSES

==================

SYS     (System Class)

TS      (Time Sharing)

SDC     (System Duty-Cycle Class)

FSS     (Fair Share)

FX      (Fixed Priority)

IA      (Interactive) 

FSS를 기본 스케줄러 클래스로 설정하는 방법

CPU 할당 지정을 적용하려면 FSS가 시스템의 기본 스케줄러여야 합니다.

priocntl 및 dispadmin  명령의 조합을 사용하면 즉시 또는 재부트 후에 FSS를 기본 스케줄
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FSS가 시스템의 기본 스케줄러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 dispadmin -d FSS

이 변경 사항은 다음 재부트 시 적용됩니다. 재부트 후 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스가 FSS 예약
클래스에서 실행됩니다.

3. 재부트하지 않고 이 구성을 즉시 적용합니다.

# priocntl -s -c FSS -i all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svc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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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클래스에서 FSS 클래스로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이동하
는 방법

기본 예약 클래스를 변경하고 재부트하지 않아도 하나의 예약 클래스에서 다른 예약 클래스
로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TS 예약 클래스에서 FSS 예약
클래스로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init 프로세스(pid 1)를 FSS 예약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 priocntl -s -c FSS -i pid 1

3. TS 예약 클래스에서 FSS 예약 클래스로 모든 프로세스를 이동합니다.

# priocntl -s -c FSS -i class TS

참고 - 재부트 후에는 모든 프로세스가 다시 TS 예약 클래스에서 실행됩니다.

모든 사용자 클래스에서 FSS 클래스로 프로세스를 수동으
로 이동하는 방법

TS 이외의 기본 클래스를 사용 중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IA 클래
스를 사용하는 창 환경에서 실행 중일 수 있습니다. 기본 예약 클래스를 변경하고 재부트하지
않아도 모든 프로세스를 FSS 예약 클래스로 수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init 프로세스(pid 1)를 FSS 예약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 priocntl -s -c FSS -i pid 1

3. 현재 예약 클래스에서 FSS 예약 클래스로 모든 프로세스를 이동합니다.

# priocntl -s -c FSS -i all

참고 - 재부트 후에는 모든 프로세스가 다시 기본 예약 클래스에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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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FSS 클래스로 수동으로 이동하는
방법

현재 예약 클래스에서 FSS 예약 클래스로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
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프로젝트 ID 10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FSS 예약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 priocntl -s -c FSS -i projid 10

재부트 후에는 프로젝트의 프로세스가 다시 기본 예약 클래스에서 실행됩니다.

스케줄러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방법

dispadmin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이 실행 중인 동안 프로세스 스케줄러 매개변수를 표시하
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spadmin을 사용하여 FSS 스케줄러의 시간 양자 값을
검사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양자는 프로세서를 포기하기 전에 스레드를 실행하도록
허용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스템이 실행 중인 동안 FSS 스케줄러의 현재 시간 양자를 표시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dispadmin -c FSS -g
#

# Fair Share Scheduler Configuration

#

RES=1000

#

# Time Quantum

#

QUANTUM=110

-g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r 옵션을 사용하여 시간 양자 값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해상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상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시간 양자 값이 밀리초 단위
로 표시됩니다.

$ dispadmin -c FSS -g -r 100
#

# Fair Share Scheduler Configuration

#

RES=100

#

# Time Quantum

#

QUANTU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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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예약 클래스에 대한 예약 매개변수를 설정하려면 dispadmin  -s를 사용하십시오. file의
값은 -g 옵션에 의해 출력된 형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값은 커널에서 현재 값을 덮어씁니
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십시오.

$ dispadmin -c FSS -s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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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1  0  장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을 사용한 물리적 메모리
제어 정보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 rcapd를 사용하여 리소스 상한값이 정의되어 있는 프로젝트에서 실
행 중인 프로세스의 물리적 메모리 사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영역을 실행 중
인 경우, 전역 영역에서 rcapd를 사용하여 비전역 영역에서의 물리적 메모리 사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영역 소개 ”의 “물리적 메모리 제어 및 capped-memory 리소
스”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 소개” [99]

■ “리소스 상한값이 작동하는 방법” [100]

■ “프로젝트의 물리적 메모리 사용 제한을 위한 속성” [100]

■ “rcapd 구성” [101]

■ “rcapstat를 사용하여 리소스 사용률 모니터링” [104]

■ “rcapd와 함께 사용되는 명령” [105]

rcapd 유틸리티 사용 절차는 11장.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 관리(작업)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 소개

리소스 상한값은 물리적 메모리 등과 같이 리소스 사용에 설정된 상한입니다. 프로젝트당 물
리적 메모리 상한값이 지원됩니다.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 및 이와 연관된 유틸리티는 물리적 메모리 상한값 적용 및 관리를
위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리소스 제어와 마찬가지로 리소스 상한값을 project 데이터베이스의 프로젝트 항목 속성을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소스 제어는 커널에 의해 동기적으로 적용되지만 리
소스 상한값은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에 의해 사용자 레벨에서 비동기적으로 적용됩니다.
비동기 적용에서는 데몬에서 사용하는 샘플링 간격으로 인해 약간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rcap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capd(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및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프로젝트 및 작업 정보 및 project(4) 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ONgejkz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ONgejkz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ap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projec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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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 리소스 제어 정보를 참
조하십시오.

리소스 상한값이 작동하는 방법

데몬은 물리적 메모리 상한값을 가진 프로젝트의 리소스 사용률을 반복적으로 샘플링합니
다. 데몬에서 사용하는 샘플링 간격은 관리자가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샘플 간격 결
정” [104]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의 물리적 메모리 사용률이 상한값 적용 임계치를 초과
하고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메모리 상한값 레벨 또는 이보다 낮게 프로젝트의 리소스
사용을 줄이기 위해 데몬이 조치를 취합니다.

가상 메모리 시스템은 물리적 메모리를 페이지라고 하는 세그먼트로 분할합니다. 페이지는
Oracle Solaris 메모리 관리 부속 시스템에서 물리적 메모리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파일에
서 메모리로 데이터를 읽어들이기 위해 가상 메모리 시스템은 파일에서 한 번에 한 페이지 또
는 여러 페이지를 읽어들입니다. 리소스 사용을 줄이기 위해 데몬은 물리적 메모리 외부 영
역에 있는 스왑 장치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를 페이징아웃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습니
다.

데몬은 프로젝트 작업 부하의 상주 세트 크기를 작업 세트의 크기와 상대적으로 규제하여 물
리적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상주 메모리 페이지 세트란 물리적 메모리에 상주하는 페이지 세
트를 말합니다. 작업 세트는 작업 부하에서 해당 처리 주기 중에 활발히 사용하는 페이지의
세트입니다. 작업 세트는 프로세스의 작업 모드 및 처리되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시간이 경과
되면 변경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작업 세트가 상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 부하가
충분한 물리적 메모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 세트는 물리적 메모리에 들어가
지 않는 메모리를 보관하기 위한 보조 디스크 저장소의 사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rcapd의 한 인스턴스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물리적 메모리 사용 제한을 위한 속성

프로젝트의 물리적 메모리 리소스 상한값을 정의하려면 이 속성을 project 데이터베이스 항
목에 추가하여 RSS(Resident Set Size)를 설정합니다.

rcap.max-rss 프로젝트에서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메모리의 전체 용량(바이
트)입니다.

예를 들어, /etc/project 파일의 다음 행은 db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10기가바이트의 RSS 상
한값을 설정합니다.

db:100::db,root::rcap.max-rss=10737418240

참고 - 시스템에서 지정된 상한값을 페이지 크기로 반올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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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mod 명령을 사용하여 /etc/project 파일에서 rcap.max-rss 속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RSS(Resident Set Size) 상한값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rcapd 구성

리소스 상한값 데몬을 구성하려면 rcapadm 명령을 사용합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 상한값 적용을 위한 임계값 설정

■ rcapd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간격 설정

■ 리소스 상한값 사용 또는 사용 안함

■ 구성된 리소스 상한값 데몬의 현재 상태 표시

데몬을 구성하려면 루트 사용자이거나 필요한 관리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구성 간격(“rcapd 작업 간격” [103] 참조)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SIGHUP(kill(1) 매뉴
얼 페이지 참조)을 보내 구성 변경 사항을 rcapd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수 없이 사용되는 경우 rcapadm 명령은 리소스 상한값 데몬이 구성된 경우 현재 상태를 표
시합니다.

다음 세부절에서는 상한값 적용, 상한값 및 rcapd 작업 간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영역이 설치된 시스템에서 리소스 상한값 데몬 사용

영역을 구성할 때 capped-memory 리소스를 설정하여 영역의 RSS(Resident Set Size) 사용
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영역 소개 ”의 “물리적 메모리 제어 및
capped-memory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capped-memory 리소스를 사용하려면 resource-
cap 패키지를 전역 영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전역 영역을 포함하여 영역 내에서 rcapd 명령
을 실행하여 해당 영역의 프로젝트에 메모리 상한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부트 전까지 지정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용량에 대해 임시 상한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역에 대한 임시 리소스 상한값을 지정하는 방법 [111]을 참조하십
시오.

리소스 상한값이 정의된 프로젝트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물리적 메모리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영역에서 rcapd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영역에서 데몬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른 영역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메모리 상한값을 선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영역
에 상주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역별 서비스는 예외입니다. 영역별
서비스는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시스템의 물리적 메모리 용량 및 메모리 상한값을 결정할 때
메모리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ONgejkz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ONgej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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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상한값 적용 임계치

메모리 상한값 적용 임계값은 시스템에서 상한값 적용을 트리거하는 물리적 메모리 사용률
의 백분율입니다. 시스템에서 이 사용률을 초과하면 상한값이 적용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커널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메모리가 이 백분율에 포함됩니다. 사용률의 백분율에 따라 메모
리 상한값이 적용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상한값을 적용하기 위해 프로젝트 작업 부하에서 메모리를 페이징아웃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작업 부하에서 상한값을 초과하는 메모리 부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메모리를 페
이징아웃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서 메모리 상한값 적용 임계치를 초과하여 사용되는 물리적 메모리 부분을 줄이
기 위해 메모리를 페이징아웃할 수 있습니다.

작업 부하는 물리적 메모리를 상한값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부하는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률이 메모리 상한값 적용 임계치 아래에 있는 한 추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한값 적용을 위한 값을 설정하려면 메모리 상한값 적용 임계치를 설정하는 방
법 [109]을 참조하십시오.

상한값 결정

프로젝트 상한값이 너무 낮게 설정되는 경우 정상적인 조건에서 작업 부하를 효율적으로 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메모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작업 부하에 추가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페이징은 시스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상한값이 너무 높게 설정된 프로젝트는 해당 상한값을 초과하기 전에 사용 가능한 물리적 메
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리적 메모리는 rcapd가 아닌 커널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프로젝트 상한값 결정 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합니다.

I/O 시스템에 대한
영향

데몬은 샘플링된 사용량이 프로젝트 상한값을 초과할 때마다 프로젝트
작업 부하의 물리적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
한값 적용 중에 작업 부하에서 매핑한 파일을 포함하는 스왑 장치 및 기
타 장치가 사용됩니다. 스왑 장치의 성능은 일상적으로 상한값을 초과
하는 작업 부하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작업 부하의
실행은 작업 부하의 상한값과 동일한 물리적 메모리 용량을 가진 시스
템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CPU 사용량에 대
한 영향

데몬의 CPU 사용량은 상한값을 제한하는 프로젝트 작업 부하의 프로
세스 수 및 작업 부하의 주소 공간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몬의 CPU 시간 중 작은 부분이 각 작업 부하의 사용량을 샘플링하는
데 소비됩니다. 작업 부하에 프로세스를 추가하면 사용량 샘플링에 소
비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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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몬의 CPU 시간 중 또 다른 일부는 상한값이 초과될 때 이를 적용하는
데 소비됩니다. 소비되는 시간은 관련된 가상 메모리 용량에 비례합니
다. 작업 부하 주소 공간의 전체 크기에서 해당 변경 사항에 따라 소비
되는 CPU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이 정보는 rcapstat 출력의
vm 열에 보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rcapstat를 사용하여 리소스 사용

률 모니터링” [104] 및 rcapstat(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공유 메모리에 대
한 보고

rcapd 데몬은 다른 프로세스와 공유하거나 동일한 프로세스 내에서 여
러 번 매핑되는 메모리 페이지의 RSS를 비교적 정확한 추정값으로 보
고합니다. 다른 프로젝트의 프로세스에서 동일한 메모리를 공유하면
메모리를 공유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RSS에 해당 메모리가 포함됩
니다.

이 추정값은 공유 메모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작
업 부하에서 유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업 부하의 경우 prstat 명령
의 -J 또는 -Z 옵션의 출력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정기적인 사용량을
샘플링하여 적합한 초기 상한값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prstat(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capd 작업 간격

rcapd에서 수행하는 주기적 작업에 대한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간격은 초 단위로 지정됩니다. rcapd 작업 및 기본 간격 값이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
니다.

작업 기본 간격 값(초) 설명

scan 15 프로젝트 작업 부하에 연결된 또는
작업 부하에서 나간 프로세스를 검
색하는 간격의 초 수입니다. 최소값
은 1초입니다.

sample 5 RSS(Resident Set Size)와 이후 상
한값 적용을 샘플링하는 간격의 초
수입니다. 최소값은 1초입니다.

report 5 페이징 통계를 업데이트하는 간격의
초 수입니다. 0으로 설정되면 통계
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rcapstat의
출력이 최신이 아닙니다.

config 60 재구성하는 간격의 초 수. 재구성 이
벤트에서 rcapadm은 업데이트를 위
해 구성 파일을 읽고 project 데이
터베이스에서 새로 설정되거나 수정
된 프로젝트 상한값을 검색합니다.
SIGHUP을 rcapd로 보내면 즉시 재구
성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rcapstat-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rstat-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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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조정하려면 작업 간격을 설정하는 방법 [109]을 참조하십시오.

rcapd 검색 간격 결정

스캔 간격은 rcapd에서 새 프로세스를 검색하는 빈도를 제어합니다. 많은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시스템의 경우 목록 전체를 검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전체 CPU 시간 소
비를 줄이기 위해 간격을 늘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색 간격은 프로세스가 상
한값이 지정된 작업 부하에 포함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최소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
다. 단기간 진행되는 많은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작업 부하의 경우, 검색 간격이 길어지면
rcapd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작업 부하에 포함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 간격 결정

rcapadm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샘플 간격은 rcapd에서 작업 부하 사용량 샘플링과 상한값이
초과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사이에 대기하는 최소 시간입니다. 이 간격을 줄이는 경우 대
부분의 조건에서 rcapd가 더 자주 상한값을 적용하여 페이징으로 인한 I/O가 증가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짧은 샘플 간격이 특정 작업 부하의 갑작스러운 물리적 메모리 증가로 인해 다
른 작업 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작업 부하에서 메모리를 제한 없이 사
용하고 상한값이 설정된 다른 작업 부하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샘플링 간의 시간 간격이
좁아집니다.

rcapstat로 지정된 샘플 간격이 rcapadm을 사용하여 rcapd로 지정된 간격보다 짧은 경우, 일
부 간격의 출력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rcapd가 rcapadm을 사용하여 지정한
간격보다 더 자주 통계를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rcapadm을 사용하여 지정한
간격은 rcapstat에서 사용하는 샘플링 간격과 별개입니다.

rcapstat를 사용하여 리소스 사용률 모니터링

rcapstat를 사용하여 상한값이 설정된 프로젝트의 리소스 사용률을 모니터합니다. rcapstat
보고서의 예를 보려면 “rcapstat를 사용하여 보고서 생성” [111]을 참조하십시오.

보고서의 샘플링 간격을 설정하고 통계가 반복되는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interval 샘플링 간격을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기본 간격은 5초입니다.

count 통계가 반복되는 횟수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rcapstat는 종료 신
호가 수신되거나 rcapd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통계를 보고합니다.

rcapstat에서 발행한 첫 보고서의 페이징 통계에는 데몬이 시작된 이후의 작업이 표시됩니
다. 이후 보고서에는 마지막 보고서가 발행된 후의 작업이 반영됩니다.

다음 표에는 rcapstat 보고서의 열 제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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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pstat 열 제목 설명

id 상한값이 설정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ID입니다.

project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nproc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수입니다.

vm 매핑된 모든 파일 및 장치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프로
세스에서 사용하는 가상 메모리 크기의 전체 용량으로
킬로바이트(K), 메가바이트(M) 또는 기가바이트(G) 단
위로 표시됩니다.

rss 프로젝트 내 프로세스의 전체 RSS(Resident Set Size)
의 추정 용량으로 킬로바이트(K), 메가바이트(M) 또는
기가바이트(G) 단위로 표시되며, 공유되는 페이지는 반
영되지 않습니다.

cap 프로젝트에 대해 정의된 RSS 상한값입니다. 메모리
상한값 지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의
물리적 메모리 사용 제한을 위한 속성” [100] 또는

rcapd(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t 마지막 rcapstat 샘플 이후에 rcapd에서 페이징 아웃하
려고 시도한 메모리의 전체 용량입니다.

avgat 마지막 rcapstat 샘플 이후에 발생한 각 샘플 주기 동
안 rcapd에서 페이징 아웃하려고 시도한 메모리의 평
균 용량입니다. rcapadm을 사용하여 rcapd의 모음 RSS
샘플링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capd 작업 간
격” [103]을 참조하십시오.

pg 마지막 rcapstat 샘플 이후에 rcapd에서 성공적으로 페
이징 아웃한 메모리의 전체 용량입니다.

avgpg 마지막 rcapstat 샘플 이후에 발생한 각 샘플 주기 동안
rcapd에서 성공적으로 페이징 아웃한 메모리의 추정 평
균 용량입니다. rcapadm을 사용하여 rcapd의 프로세스
RSS 크기 샘플링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capd 작
업 간격” [103]을 참조하십시오.

rcapd와 함께 사용되는 명령

명령 참조 설명

rcapstat(1) 상한값이 설정된 프로젝트의 리소스 사용률을 모니터합니다.

rcapadm(1M)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을 구성하고, 구성된 경우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며, 리소스 상한값을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임시 메모리 상한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rcapd(1M)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입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ap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rcapstat-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ap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apd-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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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        1  1  장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 관리(작업)

이 장은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 rcapd를 구성 및 사용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capd에 대한 개요는 10장.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을 사용한 물리적 메모리 제어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SS(Resident Set Size) 상한값 설정

project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rcap.max-rss 속성을 추가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물리적 메모
리 리소스의 RSS(Resident Set Size) 상한값을 정의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rcap.max-rss 속성을 추가하는 방법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etc/project 파일에 이 속성을 추가합니다.

rcap.max-rss=value

예   11-1 RSS 프로젝트 상한값

/etc/project 파일의 다음 행은 db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10기가바이트의 RSS 상한값을 설
정합니다.

db:100::db,root::rcap.max-rss=10737418240

시스템에서 지정된 상한값을 페이지 크기로 반올림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rcap.max-rss 속성을 추가하기 위해
projmod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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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경우 /etc/project 파일에서 db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10기가바이트의 rcap.max-rss 속
성을 설정합니다.

# projmod -a -K rcap.max-rss=10GB db

그러면 /etc/project 파일에 다음 행이 포함됩니다.

db:100::db,root::rcap.max-rss=10737418240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 구성 및 사용(작업 맵)

작업 설명 수행 방법

메모리 상한값 적용 임계치를 설정
합니다.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메모리가 적을 때 적용할 상한값을
구성합니다.

메모리 상한값 적용 임계치를 설정
하는 방법 [109]

작업 간격을 설정합니다. 간격은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에
의해 수행되는 주기적 작업에 적용
됩니다.

작업 간격을 설정하는 방
법 [109]

리소스 상한값을 사용으로 설정합니
다.

해당 시스템에서 리소스 상한값을
활성화합니다.

리소스 상한값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109]

리소스 상한값을 사용 안함으로 설
정합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리소스 상한값을
비활성화합니다.

리소스 상한값을 사용 안함으로 설
정하는 방법 [110]

상한값 및 프로젝트 정보를 보고합
니다.

보고서 생성을 위한 명령의 예를 보
여 줍니다.

“상한값 및 프로젝트 정보 보
고” [111]

프로젝트의 RSS(Resident Set
Size)를 모니터합니다.

프로젝트의 RSS(Resident Set
Size)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의 RSS 모니터
링” [112]

프로젝트의 작업 세트 크기를 결정
합니다.

프로젝트의 작업 세트 크기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의 작업 집합 크기 결
정” [112]

메모리 사용률 및 메모리 상한값에
대해 보고합니다.

보고서 끝에 각 간격에 대한 메모리
사용률 및 상한값 적용 행을 인쇄합
니다.

“메모리 사용률 및 메모리 상한값 적
용 임계치 보고” [113]

rcapadm을 사용하여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 관리

이 절은 rcapadm을 사용하여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을 구성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rcapd 구성” [101] 및 rcap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capadm을 사용하여 영역에 대한 임시 리소스 상한값을 지정하는 내용도 다룹니다.

인수 없이 사용되는 경우 rcapadm 명령은 리소스 상한값 데몬이 구성된 경우 현재 상태를 표
시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cap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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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상한값 적용 임계치를 설정하는 방법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메모리가 적어지기 전에는 상한값이 적용되지 않도록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모리 상한값 적용 임계치” [102]를 참조하십시오.

최소값(및 기본값)은 0이며, 이것은 메모리 상한값이 항상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최소값을 설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rcapadm의 -c 옵션을 사용하여 메모리 상한값 적용을 위한 다른 물리적 메모리 사용률 값을
설정합니다.

# rcapadm -c percent

percent는 0부터 100사이의 범위에 있습니다. 값이 높을수록 덜 제한적입니다. 높은 값은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률이 이 임계치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상한값이 설정된 프로젝트 작업
부하를 상한값 적용 없이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조 현재의 물리적 메모리 사용률 및 상한값 적용 임계치를 표시하려면 “메모리 사용률 및 메모리
상한값 적용 임계치 보고” [113]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간격을 설정하는 방법

“rcapd 작업 간격” [103]에는 rcapd에서 수행하는 주기적 작업의 간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
니다. rcapadm을 사용하여 작업 간격을 설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i 옵션을 사용하여 간격 값을 설정합니다.

# rcapadm -i interval=value,...,interval=value 

참고 - 모든 간격 값은 초 단위로 지정됩니다.

리소스 상한값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시스템에서 리소스 상한값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리소스 상
한값 사용으로 설정하면 기본값으로 /etc/rcap.conf 파일도 설정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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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svcadm 명령을 사용하여 리소스 상한값을 설정합니다.

# svcadm enable rcap

■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을 사용으로 설정하여 지금 그리고 시스템이 부트될 때마다 시작
되도록 합니다.

# rcapadm -E

■ -n 옵션을 지정하여 지금 시작하지 않고 부트 시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 사용으로 설정
할 수도 있습니다.

# rcapadm -n -E

리소스 상한값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방법

시스템에서 리소스 상한값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svcadm 명령을 사용하여 리소스 상한값을 해제합니다.

# svcadm disable rcap

■ 지금 중지하고 시스템이 부트될 때 시작되지 않도록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rcapadm -D

■ 리소스 상한값 지원 데몬을 중지하지 않고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면 -n 옵션도 지정합
니다.

# rcapadm -n -D

작은 정보 - rcapd를 안전하게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면 -rcapadm D를 사용합니다. 데몬이 강

제 종료되는 경우(kill(1) 매뉴얼 페이지 참조), 프로세스가 중지된 상태로 남게 되어 수동
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계속하려면 prun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run(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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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대한 임시 리소스 상한값을 지정하는 방법

이 절차는 지정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최대 용량을 할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값은 다음 재부트 전까지만 사용됩니다. 지속 상한값을 설정하려면 zonecfg 명령을 사용
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my-zone 영역에 대해 512MB의 최대 메모리 값을 설정합니다.

# rcapadm -z testzone -m 512M

rcapstat를 사용하여 보고서 생성

rcapstat를 사용하여 리소스 상한값 통계를 보고합니다. “rcapstat를 사용하여 리소스 사용
률 모니터링” [104]에서 rcapstat 명령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

니다. 이 절에서는 보고서의 열 제목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rcapstat(1) 매뉴얼 페이지에
도 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부절에서는 예제를 사용하여 특정 목적의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

상한값 및 프로젝트 정보 보고

이 예에서는 두 사용자와 연관된 두 프로젝트에 대해 상한값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user1은
상한값이 50메가바이트이고, user2는 상한값이 10메가바이트입니다.

다음 명령은 5초 샘플링 간격으로 5개의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user1machine% rcapstat 5 5
    id project  nproc     vm    rss   cap    at avgat    pg avgpg

112270   user1     24   123M    35M   50M   50M    0K 3312K    0K

 78194   user2      1  2368K  1856K   10M    0K    0K    0K    0K

    id project  nproc     vm    rss   cap    at avgat    pg avgpg

112270   user1     24   123M    35M   50M    0K    0K    0K    0K

 78194   user2      1  2368K  1856K   10M    0K    0K    0K    0K

    id project  nproc     vm    rss   cap    at avgat    pg avgpg

112270   user1     24   123M    35M   50M    0K    0K    0K    0K

 78194   user2      1  2368K  1928K   10M    0K    0K    0K    0K

    id project  nproc     vm    rss   cap    at avgat    pg avgpg

112270   user1     24   123M    35M   50M    0K    0K    0K    0K

 78194   user2      1  2368K  1928K   10M    0K    0K    0K    0K

    id project  nproc     vm    rss   cap    at avgat    pg avgpg

112270   user1     24   123M    35M   50M    0K    0K    0K    0K

 78194   user2      1  2368K  1928K   10M    0K    0K    0K    0K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rcapsta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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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의 처음 세 개 행이 첫번째 보고서를 구성하며, 여기에는 두 프로젝트에 대한 상한값과
프로젝트 정보 및 rcapd가 시작된 이후의 페이징 통계가 포함됩니다. at 및 pg 열은 user1의
경우 0보다 큰 수이고 user2의 경우 0입니다. 이것은 데몬의 내역 중 일정 시점에 user1은 해
당 상한값은 초과했지만 user2는 초과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후 보고서에는 중요한 작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RSS 모니터링

다음 예는 해당 RSS 상한값을 초과하는 RSS가 있는 user1 프로젝트 를 사용합니다.

다음 명령은 5초 샘플링 간격으로 5개의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user1machine% rcapstat 5 5

    id project  nproc    vm   rss   cap    at avgat     pg  avgpg

376565   user1      3 6249M 6144M 6144M  690M  220M  5528K  2764K

376565   user1      3 6249M 6144M 6144M    0M  131M  4912K  1637K

376565   user1      3 6249M 6171M 6144M   27M  147M  6048K  2016K

376565   user1      3 6249M 6146M 6144M 4872M  174M  4368K  1456K

376565   user1      3 6249M 6156M 6144M   12M  161M  3376K  1125K

user1 프로젝트에는 물리적 메모리를 활발히 사용하는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pg 열
의 양수 값은 rcapd가 프로젝트 프로세스의 물리적 메모리 사용률을 낮춰 상한값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메모리를 페이징 아웃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rcapd는 RSS
를 상한값 아래로 유지하는 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감소를 보이지 않는 다양
한 rss 값으로 표시됩니다. 메모리가 페이징 아웃되는 즉시 작업 부하는 이를 다시 사용하고
RSS 카운트가 백업됩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모든 상주 메모리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작업 세트 크기(WSS)가 상한값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rcapd가 상한값을 맞
추기 위해 작업 세트의 일부를 페이징 아웃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시스템에서 페이지 폴트 비율이 계속 높고 연관된 I/O가 많습니다.

■ WSS가 작아집니다.

■ 상한값이 증가됩니다.

■ 응용 프로그램의 메모리 액세스 패턴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샘플 간격을 줄이면 rcapd에서 좀 더 자주 작업 부하를 샘플링하고 상한값
을 적용하게 되어 RSS 값과 상한값 간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 새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거나 시스템이 스왑 장치에서 페이지를 복사해 와야 하는 경우
페이지 폴트가 발생합니다.

프로젝트의 작업 집합 크기 결정

다음 예는 이전 예의 연속으로 샘플 프로젝트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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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예에서는 user1 프로젝트가 해당 상한값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많은 물리적 메모리를 사
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예에서는 프로젝트 작업 부하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
을 보여 줍니다.

user1machine% rcapstat 5 5
    id project  nproc    vm   rss   cap    at avgat     pg  avgpg

376565   user1      3 6249M 6144M 6144M  690M    0K   689M     0K

376565   user1      3 6249M 6144M 6144M    0K    0K     0K     0K

376565   user1      3 6249M 6171M 6144M   27M    0K    27M     0K

376565   user1      3 6249M 6146M 6144M 4872K    0K  4816K     0K

376565   user1      3 6249M 6156M 6144M   12M    0K    12M     0K

376565   user1      3 6249M 6150M 6144M 5848K    0K  5816K     0K

376565   user1      3 6249M 6155M 6144M   11M    0K    11M     0K

376565   user1      3 6249M 6150M   10G   32K    0K    32K     0K

376565   user1      3 6249M 6214M   10G    0K    0K     0K     0K

376565   user1      3 6249M 6247M   10G    0K    0K     0K     0K

376565   user1      3 6249M 6247M   10G    0K    0K     0K     0K

376565   user1      3 6249M 6247M   10G    0K    0K     0K     0K

376565   user1      3 6249M 6247M   10G    0K    0K     0K     0K

376565   user1      3 6249M 6247M   10G    0K    0K     0K     0K

376565   user1      3 6249M 6247M   10G    0K    0K     0K     0K

주기의 중간에 user1 프로젝트의 상한값이 6기가바이트에서 10기가바이트로 증가되었습니
다. 이러한 증가로 상한값 적용이 중지되고 RSS(Resident Set Size)가 커질 수 있어 크기가
다른 프로세스나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만 제한됩니다. rss 열은 프로젝트 WSS(작
업 세트 크기)(이 예에는 6247M)를 반영하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프로
세스에서 지속적으로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키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최소 상한값입니다.

user1의 상한값이 6기가바이트이지만 5초 샘플 간격마다 rcapd가 작업 부하 메모리의 일부
를 페이징 아웃하므로 RSS가 감소하고 I/O가 증가합니다. 페이징 아웃이 완료된 직후 해당
페이지가 필요한 작업 부하에서 다시 페이지를 들여와 실행을 계속합니다. 이러한 주기는 상
한값이 10기가바이트로 증가될 때까지, 대략 이 예의 약 중간까지 반복됩니다. 그러면 RSS
가 6.1기가바이트에서 안정됩니다. 이제 작업 부하의 RSS가 상한값 아래이므로 더 이상 페
이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페이징과 연관된 I/O도 역시 중지됩니다. 따라서 관찰되는 시점
에 프로젝트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수행하려면 6.1기가바이트가 필요합니다.

vmstat(1M) 및 iostat(1M) 매뉴얼 페이지도 참조하십시오.

메모리 사용률 및 메모리 상한값 적용 임계치 보고

rcapstat의 -g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 설치된 물리적 메모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현재의 물리적 메모리 사용률

■ rcapadm에 의해 설정된 시스템 메모리 상한값 적용 임계치

-g 옵션을 사용하면 보고서 끝에 각 간격에 대한 메모리 사용률 및 상한값 적용 행이 인쇄됩
니다.

# rcapstat -g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vmstat-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iostat-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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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roject   nproc    vm   rss   cap    at avgat   pg  avgpg

376565    rcap       0    0K    0K   10G    0K    0K   0K     0K

physical memory utilization: 55%   cap enforcement threshold: 0%

    id project   nproc    vm   rss   cap    at avgat   pg  avgpg

376565    rcap       0    0K    0K   10G    0K    0K   0K     0K

physical memory utilization: 55%   cap enforcement threshol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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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풀 정보

이 장에서는 다음 기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 시스템 리소스를 분할하는 데 사용하는 리소스 풀

■ 설정된 시스템 목표를 충족하도록 각 리소스 풀의 리소스 할당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DRP(동적 리소스 풀)

리소스 풀 및 동적 리소스 풀은 Oracle Solaris SMF(서비스 관리 기능)의 서비스입니다. 이
러한 서비스는 각각 별도로 사용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리소스 풀 소개” [116]

■ “동적 리소스 풀 소개” [117]

■ “리소스 풀 및 동적 리소스 풀 사용 및 사용 안함 정보” [117]

■ “영역에서 사용되는 리소스 풀” [117]

■ “풀 사용 시기” [118]

■ “리소스 풀 프레임워크” [119]

■ “시스템에 풀 구현” [120]

■ “project.pool 속성” [121]

■ “동적 재구성 작업 및 리소스 풀” [121]

■ “풀 구성 만들기” [121]

■ “직접 동적 구성 조작” [122]

■ “poold 개요” [123]

■ “동적 리소스 풀 관리” [123]

■ “구성 제약 조건 및 목표” [123]

■ “구성할 수 있는 poold 기능” [128]

■ “동적 리소스 할당이 작동하는 방식” [131]

■ “poolstat를 사용하여 풀 기능 및 리소스 사용률 모니터” [133]

■ “리소스 풀 기능에 사용되는 명령” [135]

이 기능을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13장. 리소스 풀 만들기 및 관리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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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풀 소개

리소스 풀을 사용하면 특정 리소스의 작업 부하 사용이 겹치지 않도록 작업 부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 예약은 작업 부하가 혼합된 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줍
니다.

리소스 풀은 프로세서 세트(pset) 구성 및 선택적으로 예약 클래스 할당에 대한 일관된 구성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림   12-1 리소스 풀 프레임워크

풀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리소스 세트의 특정 바인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용 가능한 리소스 조합을 나타내는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pool1: pset_default

pool2: pset1

pool3: pset1, pool.scheduler="FSS"

풀은 여러 개의 분할 영역을 그룹화하여 레이블이 지정된 작업 부하와 연결할 핸들을 제공합
니다. /etc/project 파일의 각 프로젝트 항목은 해당 항목과 연관된 단일 풀을 가질 수 있습
니다. 이러한 풀은 project.pool 속성을 사용하여 지정합니다.

풀이 사용되면 기본 풀과 기본 프로세서 세트가 기본 구성을 형성합니다. 추가로 사용자 정
의 풀과 프로세서 세트를 만들어 구성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CPU는 프로세서 세트 하나에
만 속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풀과 프로세서 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 풀과 기본
프로세서 세트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기본 풀에는 pool.default 등록 정보가 tru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프로세서 세트에는
pset.default 등록 정보가 tru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풀과 기본 프로세서 세트
모두 이름을 변경해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풀 방식은 주로 CPU가 4개가 넘는 대형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
지만 소형 시스템에서도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 시스템에서 중요하지 않은 리소
스 분할 영역을 공유하는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풀은 중요한 리소스를 기준으로 해서만 구
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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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리소스 풀 소개

동적 리소스 풀은 시스템 이벤트 및 응용 프로그램 로드 변경에 대한 응답으로 각 풀의 리소
스 할당을 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DRP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여러 결
정을 단순화하고 그 수를 줄여 줍니다. 조정은 관리자가 지정한 시스템 성능 목표를 유지하도
록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구성 변경 사항은 기록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주로 리소스 컨트롤러
poold를 통해 실행되며, 이는 동적 리소스 할당이 필요할 때 항상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스템
데몬입니다. poold는 주기적으로 시스템의 부하를 검사하고 시스템이 리소스 사용과 관련하
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간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poold 구성은 libpool

구성에 보관됩니다. pool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old(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리소스 풀 및 동적 리소스 풀 사용 및 사용 안함 정보

리소스 풀과 동적 리소스 풀을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면 “풀 기능을 사용 또는 사
용 안함으로 설정” [138]을 참조하십시오.

영역에서 사용되는 리소스 풀

영역을 시스템에 구성된 리소스 풀과 연결하지 않고 zonecfg 명령을 사용하여 영역이 실행되
는 동안 유효한 임시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영역 만들기 및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영역이 사용되는 시스템에서는 비전역 영역을 리소스 풀 하나와 연결할 수 있지만 이 풀을 특
정 영역에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전역 영역에서 poolbind 명령을 사용하여 비전역
영역의 개별 프로세스를 다른 풀에 바인드할 수 없습니다. 비전역 영역을 풀과 연관시키려면
“Oracle Solaris 영역 만들기 및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풀에 대한 예약 클래스를 설정하고 비전역 영역을 이 풀과 연결하는 경우 이 영역에서는 기본
적으로 이 예약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동적 리소스 풀을 사용하는 경우 poold의 실행 인스턴스 범위가 전역 영역으로 제한됩니다.

비전역 영역에서 poolstat 유틸리티를 실행하면 이 영역과 연결된 풀에 대한 정보만 표시됩
니다. 비전역 영역에서 인수 없이 pooladm 명령을 실행하면 이 영역과 연결된 풀에 대한 정보
만 표시됩니다.

리소스 풀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풀 기능에 사용되는 명령” [135]을 참조하
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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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사용 시기

리소스 풀은 여러 관리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일괄 처리 연산 서
버

서버를 두 개 풀로 분리할 때 풀 기능을 사용합니다. 풀 하나는 시간 공
유 사용자의 로그인 세션과 대화식 작업에 사용합니다. 다른 풀은 일괄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는 작업에 사용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또
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따라 대화식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리소
스를 분할합니다.

단계별 응용 프로
그램 설정

사용자의 기대 수준을 설정합니다.

처음에는 시스템에서 전달할 서비스의 일부만 실행하는 시스템을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예약 기반 리소스 관리 방식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SS(Fair Share Scheduler)는 CPU 사용률을 최적화합니
다.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만 실행 중인 시스템의 응답 시간이 지나치게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로드된 경우 이러한 응답
시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각 응용 프로그램에 별도의 풀을 사용하여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배치하기 전에 각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
는 CPU 수에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시간 공유
서버

많은 사용자를 지원하는 서버를 분할합니다. 서버 분할은 사용자별 응
답을 예측하기 쉽게 하는 분리 방식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를 별도 풀에 바인드되는 그룹으로 나누고 FSS(Fair Share
Scheduler) 기능을 사용하여 우선 순위가 있는 사용자 세트에 유리하
게 CPU 할당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할당은 사용자 역할, 계정 차지
백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바뀌는
작업 부하

변화하는 수요에 맞게 조정하려면 리소스 풀을 사용합니다.

사이트에 대해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주기 등 장기간 동안의 작업 부
하 수요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대한 이러한 변화를 예
측하면 cron 작업에서 pooladm을 호출하여 여러 풀 구성 간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풀 프레임워크” [119]를 참조하십시오.

실시간 응용 프로
그램

RT 스케줄러와 지정된 프로세서 리소스를 사용하여 실시간 풀을 만듭
니다.

시스템 사용률 설정한 시스템 목표를 적용합니다.

자동 풀 데몬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식별한 다음 작업
부하를 모니터하여 지정된 목표가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시점을 감지
합니다. 가능한 경우 데몬이 수정 작업을 수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건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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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풀 프레임워크

/etc/pooladm.conf 구성 파일에서 정적 풀 구성이 설명됩니다. 정적 구성은 관리자가 리소
스 풀 기능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다른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MF(서비스 관리 기능) 또는 pooladm - e 명령을 사용하여 리소스 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
려는 경우 /etc/pooladm.conf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에 포함된 구성이 시스템에 적용됩니
다.

커널은 리소스 풀 프레임워크 내에 있는 리소스의 배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합니다. 이것을 동
적 구성이라고 하며, 한 시점에서 특정 시스템에 대한 리소스 풀 기능을 나타냅니다. 동적 구
성은 pooladm 명령을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풀과 리소스 세트에 대한 등록 정보가 표시되
는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동적 구성을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적 - 정적 구성 파일 적용

■ 직접적 - poolcfg 명령을 -d 옵션과 함께 사용

다른 시간에 활성화할 정적 풀 구성 파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cron 작업에서
pooladm을 호출하여 여러 풀 구성 간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cron 유틸리티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cron(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리소스 풀 프레임워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적 구성을 만들거나 수정
하려면 리소스 풀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적 구성 파일은 리소스 풀 프레임워크가 사용 안함으
로 설정되어 있어도 poolcfg 또는 libpool 명령을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정적 구성 파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구성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풀 구성 만들기” [121]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풀과 poold 시스템 데몬에 사용되는 명령은 다음 매뉴얼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
다.

■ pooladm(1M)

■ poolbind(1M)

■ poolcfg(1M)

■ poold(1M)

■ poolstat(1M)

■ libpool(3LIB)

/etc/pooladm.conf의 내용

동적 구성을 포함하여 모든 리소스 풀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ystem 시스템의 모든 동작에 영향을 주는 등록 정보

pool 리소스 풀 정의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cron-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bin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cfg-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stat-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Flibpool-3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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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t 프로세서 세트 정의

cpu 프로세서 정의

이러한 요소 모두에는 조작하여 리소스 풀 프레임워크의 상태와 동작을 변경할 수 있는 등
록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풀 등록 정보 pool.importance는 제공된 풀의 상대적 중요
도를 나타냅니다. 이 등록 정보는 가능한 리소스 분쟁 해결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bpool(3LIB)를 참조하십시오.

풀 등록 정보

풀 기능은 풀, 리소스 또는 구성 요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이름이 지정되고 형식이 지정된 등록
정보를 지원합니다. 관리자는 여러 풀 요소에 추가 등록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
트 속성과 비슷한 등록 정보 이름 공간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석은 제공된 pset가 특정 Datatree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
냅니다.

Datatree,pset.dbname=warehouse

등록 정보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old 등록 정보” [127]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여러 특수 등록 정보는 내부용으로 예약되어 있어 설정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libpool(3LIB)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에 풀 구현

사용자 정의 풀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 Oracle Solaris 소프트웨어가 부트되면 init 스크립트는 /etc/pooladm.conf 파일이 있
는지 확인합니다. 이 파일이 있고 풀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pooladm을 호출하여
이 구성을 활성 풀 구성으로 지정합니다. 시스템은 /etc/pooladm.conf에서 요청된 구성
을 반영하기 위해 동적 구성을 만들고 이에 따라 시스템 리소스가 분할됩니다.

■ Oracle Solaris 시스템이 실행 중일 때 풀 구성이 없으면 풀 구성을 활성화하거나
pooladm 명령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ooladm 명령은 /etc/
pooladm.conf에서 수행됩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대체 위치와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이
파일을 사용하여 풀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풀 사용 및 사용 안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풀 기능을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
정” [138]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풀이나 리소스를 사용 중이면 풀 기능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 풀을 구성하려면 루트 권한이나 필수 권한 프로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Flibpool-3lib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Flibpool-3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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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d 리소스 컨트롤러는 동적 리소스 풀 기능과 함께 시작됩니다.

project.pool 속성

project.pool 속성을 /etc/project 파일의 프로젝트 항목에 추가하여 단일 풀과 해당 항목
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새 작업은 해당 풀에 바인드됩니다. 자세한 내
용은 2장. 프로젝트 및 작업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projmod 명령을 사용하여 /etc/project 파일의 sales 프로젝트에 대한
project.pool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projmod -a -K project.pool=mypool sales

SPARC: 동적 재구성 작업 및 리소스 풀

DR(동적 재구성)을 사용하면 시스템이 실행되는 동안 하드웨어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DR
작업은 지정된 유형의 리소스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DR은 사
용 가능한 리소스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에 풀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
다. DR 작업을 시작하면 풀 프레임워크가 작동하여 구성을 검증합니다.

현재 풀 구성의 무효화를 유발하지 않고 DR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경우 전용 구성 파일이 업
데이트됩니다. 무효화된 구성은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지원할 수 없는 구성입니다.

DR 작업으로 인해 풀 구성이 무효화될 경우 작업이 실패하고 메시지 로그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강제로 구성을 완료하려면 DR 강제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새 리소
스 구성을 준수하도록 풀 구성을 수정합니다. DR 프로세스 및 강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Sun 하드웨어에 대한 동적 재구성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동적 리소스 풀을 사용하는 경우 데몬이 활성 상태인 동안 분할 영역이 poold 제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부족 식별” [132]을 참조하십시오.

풀 구성 만들기

구성 파일에는 시스템에서 만들어질 풀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조작할 수
있는 요소를 설명합니다.

■ system

■ pool

■ pset

■ cpu

조작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olcfg(1M)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cfg-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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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구조화된 /etc/pooladm.conf 파일을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
니다.

■ pooladm 명령을 -s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현재 시스템에서 리소스를 찾고 결과를 구성 파
일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에서 풀 기능으로 조작할 수 있는 모든 활성 리
소스와 구성 요소가 기록됩니다. 이 리소스에 기존 프로세서 세트 구성이 포함됩니다. 그
러면 필요한 경우 이 구성을 수정하여 프로세서 세트 이름을 바꾸거나 추가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 -c 옵션 및 discover 또는 create system  name 하위 명령과 함께 poolcfg 명령을 사용
하여 새 풀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이전 릴리스와의 호환성을 위해 유지됩니다.

/etc/pooladm.conf 파일을 수정하려면 poolcfg 또는 libpool을 사용합니다. 이 파일을 직접
편집하지 마십시오.

특정 CPU, 코어 및 소켓 지정

assign 및 unassign 하위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CPU, 코어 및 소켓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ssign 및 unassign 하위 명령은 풀의 지속 구성 및 런타임 구성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assign을 사용하거나 pset.min 및 pset.max를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각 방법은 서로가 설정
한 구성을 겹쳐씁니다. pset.min 및 pset.max 등록 정보를 사용하여 pset하도록 구성된 CPU
는 지정된 것이 아니라 할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ssign 및 unassign은 특정 CPU를 pset
에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첫번째 assign은 이전 할당에서 설정된 pset 구성을 지웁니다.
unassign은 assign을 성공한 후에만 사용하십시오. 할당된 pset에서 CPU를 조작하는 데는
unassig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Oracle Solaris 영역 소개 ”의 “dedicated-cpu 리소스”도 참조하십시오.

직접 동적 구성 조작

poolcfg 명령을 -d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동적 구성에서 CPU 리소스 유형을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전송에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 세트 간에 확인된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전송하도록 일반적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ID가 있는 리소스를 대상 세트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구성이 변경되거나 시
스템을 재부트하면 리소스와 연결된 시스템 ID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에 대해서는 “리소스 전송” [152]을 참조하십시오.

DRP를 사용 중이면 리소스 전송이 poold에서 작업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oold 개요” [123]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ONgej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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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d 개요

풀 리소스 컨트롤러 poold는 시스템 대상 및 측정 가능한 통계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시스템 성능 목표를 유지합니다. 동적 리소스 할당이 필요한 경우 이 시스템 데몬은 항상 활
성 상태여야 합니다.

poold 리소스 컨트롤러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식별한 다음 작업 부하를 모니터하여 시스템
사용 목표가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poold가 목표 측면에서 대체
구성을 고려하여 치료 작업을 합니다. 가능한 경우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리소스가 재구성
됩니다. 이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데몬은 사용자가 지정한 목표를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재구성이 성공하면 데몬은 작업 부하 목표를 계속 모니터합니다.

poold는 검사할 수 있는 결정 내역을 유지합니다. 결정 내역은 지금까지 개선을 보이지 않은
재구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작업 부하 목표가 변경된 경우 또는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수정된 경우 재구성
이 비동기적으로 트리거될 수도 있습니다.

동적 리소스 풀 관리

DRP 서비스는 서비스 식별자  svc:/system/pools/dynamic에 있는 SMF(서비스 관리 기능)
에서 관리합니다.

사용으로 설정, 사용 안함으로 설정 또는 다시 시작 요청과 같은 이 서비스 관리 작업은
svcadm 명령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상태는 svcs 명령을 사용하여 쿼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vcs(1) 및 svc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MF 인터페이스는 DRP를 제어하는 권장 방법이지만 역호환성을 위해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동적 리소스 할당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SIGQUIT 또는 SIGTERM 신호로 인해 poold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신호로 인해 poold가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poold가 리소스가나 풀 구성에서 자동으로 변경을 감지하지만 SIGHUP 신호를 사용하여
재구성이 발생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 제약 조건 및 목표

구성을 변경할 때 poold는 사용자가 제공한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지시를 일련
의 제약 조건 및 목표로 지정합니다. poold는 사용자의 지시 사항을 사용하여 기존 구성을 기
준으로 다른 구성 가능성에 대한 관련 값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poold는 현재 구성의 리소
스 할당을 변경하여 새 후보 구성을 생성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svcs-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svc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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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은 구성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적 변경 사항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능한 구성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libpool 구성에 지정된 다음 제약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및 최대 CPU 할당

■ 세트에서 이동할 수 없는 고정된 구성 요소

■ 풀의 중요도 인자

풀 등록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bpool(3LIB) 매뉴얼 페이지 및 “풀 등록 정
보” [120]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지침에 대해서는 구성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 [148]을 참조하십시오.

pset.min 등록 정보 및 pset.max 등록 정보 제약 조건

이 두 가지 등록 정보는 프로세서 세트에 할당할 수 있는 프로세서 수에 대한 제한, 즉 최소값
과 최대값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등록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2-1. “정의된 등록 정
보 이름”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제약 조건 내에서 리소스 분할 영역의 리소스를 같은 Oracle Solaris 인스턴스에 있는
다른 리소스 분할 영역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으려면 리소스
세트와 연결된 풀에 바인드합니다. 바인딩은 로그인 시 수행되거나 PRIV_SYS_RES_CONFIG 권
한이 있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수행합니다.

cpu.pinned 등록 정보 제약 조건

cpu-pinned 등록 정보는 DRP가 있는 프로세서 세트에서 DRP를 사용하여 특정 CPU를 이동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프로세서 세트에서 실행 중인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대
한 캐시 사용률을 최대화하도록 이 libpool 등록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2-1. “정의된 등록 정보 이름”을 참조하십시오.

pool.importance 등록 정보 제약 조건

pool.importance 등록 정보는 관리자가 정의한 대로 풀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명합니다.

구성 목표

목표는 제약 조건과 비슷하게 지정됩니다. 전체 목표 세트는 표 12-1. “정의된 등록 정보 이
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Flibpool-3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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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작업 부하 종속 작업 부하 종속 목표는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작업 부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목표입니다. 예로는 utilization 목표가 있습니다. 리소스 세
트에 대한 사용률 수치는 세트에서 활성 상태인 작업 부하의 특징에 따
라 달라집니다.

작업 부하 비종속 작업 부하 비종속 목표는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작업 부하의 특성에 따
라 달라지지 않는 목표입니다. 예로는 CPU locality 목표가 있습니다.
리소스 집합 소재지에 대해 평가한 측정값은 세트에서 활성 상태인 작
업 부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목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름 유효한 요소 연산자 값

wt-load syste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locality pset 해당 없음 loose | tight | none

utilization pset < > ~ 0–100%

목표는 libpool 구성에 등록 정보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등록 정보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system.poold.objectives

■ pset.poold.objectives

목표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objectives = objective [; objective]*

■ objective = [n:] keyword [op] [value]

모든 목표에는 선택적 중요도 접두어가 있습니다. 중요도는 목표의 승수 역
할을 하므로 목표 기능 평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도를 높입니다. 범위는 0 -
INT64_MAX(9223372036854775807)입니다.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중요도 값이 1입
니다.

일부 요소 유형은 두 가지 이상의 목표 유형을 지원합니다. 예로는 pset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 대한 목표 유형을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pset 요소에 대한 사용률 목
표를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에 대해서는 구성 목표를 정의하는 방법 [149]을 참조하십시오.

wt-load 목표

wt-load 목표는 리소스 할당을 리소스 사용률에 일치시키는 구성을 사용합니다. 이 목표가
활성 상태이면 리소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리소스 세트에 리소스가 더 많이 제공됩니다. wt-
load는 weighted 로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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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값 및 최대값 등록 정보를 사용하여 설정한 제약 조건에 만족하며 그러한 제약 조건 내에
서 데몬이 리소스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목표를 사용합니다.

locality 목표

locality 목표는 소재지 그룹(lgroup) 데이터로 측정했을 때 소재지가 선택한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합니다. 소재지에 대한 다른 정의는 대기 시간입니다. lgroup은 CPU 및 메모리
리소스를 설명합니다. lgroup은 Oracle Solaris 시스템이 시간을 측정 단위로 사용하여 리소
스 간의 거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목표는 다음 세 가지 값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ght 설정하면 리소스 소재지를 최대화하는 구성을 사용합니다.

loose 설정하면 리소스 소재지를 최소화하는 구성을 사용합니다.

none 설정하면 리소스 소재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성을 사용합니다.
locality 목표의 기본값입니다.

일반적으로 locality 목표는 tight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대역폭을 최대화하거
나 리소스 집합에 대한 DR 작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목표를 loose로 설정하거나 기
본 설정 none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utilization 목표

utilization 목표는 지정된 사용률 목표를 충족하지 않는 분할 영역에 리소스를 할당하는 구
성을 사용합니다.

이 목표는 연산자와 값을 사용하여 지정합니다. 연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만(less than)" 연산자는 지정한 값이 최대 대상 값임을 나타냅니다.

> "초과(greater than)" 연산자는 지정한 값이 최소 대상 값임을 나타냅
니다.

~ "about" 연산자는 지정한 값이 일부 변동이 허용되는 대상 값임을 나
타냅니다.

pset는 각 연산자 종류에 대해 하나의 사용률 목표 세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연산자를 설정하면 < 및 > 연산자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 및 > 연산자를 설정하면 ~ 연산자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연산자와 > 연산자 설정은 서
로 모순될 수 없습니다.

범위를 만드는 데 < 및 > 연산자를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값이 겹치지 않도록 유효성을 검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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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목표 예

다음 예에서 poold는 pset에 대한 다음 목표를 평가합니다.

■ utilization은 30% ~ 80%를 유지해야 합니다.

■ locality는 프로세서 세트에 대해 최대화되어야 합니다.

■ 이 목표는 기본 중요도 1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12-1 poold 목표 예

pset.poold.objectives "utilization > 30; utilization < 80; locality tight"

추가 사용 예에 대해서는 구성 목표를 정의하는 방법 [149]을 참조하십시오.

poold 등록 정보

등록 정보에는 네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 구성

■ 제약 조건

■ 목표

■ 목표 매개변수

표 12-1 정의된 등록 정보 이름

등록 정보 이름 유형 범주 설명

system.poold.log-level 문자열 구성 로깅 레벨

system.poold.log-location 문자열 구성 로깅 위치

system.poold.monitor-interval uint64 구성 모니터링 샘플 간격

system.poold.history-file 문자열 구성 결정 내역 위치

pset.max uint64 제약 조건 이 프로세서 세트의 최대
CPU 수

pset.min uint64 제약 조건 이 프로세서 세트의 최소
CPU 수

cpu.pinned 부울 제약 조건 이 프로세서 세트에 고정
된 CPU

system.poold.objectives 문자열 목표 poold의 목표 표현식 구문
다음에 오는 서식이 지정
된 문자열

pset.poold.objectives 문자열 목표 poold의 표현식 구문 다음
에 오는 서식이 지정된 문
자열

pool.importance int64 목표 매개변수 사용자가 지정한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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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수 있는 poold 기능

다음과 같은 데몬 동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간격

■ 로깅 레벨

■ 로깅 위치

이러한 옵션은 풀 구성에서 지정됩니다. poold를 호출하여 명령줄에서 로깅 레벨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poold 모니터링 간격

값을 밀리초로 지정하려면 등록 정보 이름 system.poold.monitor-interval을 사용합니다.

poold 로깅 정보

로깅을 통해 세 가지 범주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범주는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구성

■ 모니터링

■ 최적화

등록 정보 이름 system.poold.log-level을 사용하여 로깅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이 등록
정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 로깅 레벨은 NOTICE입니다. 이 매개변수 레벨은 계층적입니
다. DEBUG의 로그 레벨 설정으로 인해 poold가 정의된 모든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INFO 레벨
은 대부분의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명령줄에서 -l 옵션 및 매개변수와 함께 poold 명령을 사용하여 생성되는 로깅 정보의 레벨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LERT

■ CRIT

■ ERR

■ WARNING

■ NOTICE

■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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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UG

매개변수 레벨은 동일한 기능의 해당 syslog에 직접 매핑됩니다. “로깅 위치” [130] 사용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ogging Location를 참조하십시오.

poold 로깅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old 로깅 레벨을 설정하는 방법 [151]을 참
조하십시오.

구성 정보 로깅

생성할 수 있는 메시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LERT libpool 구성에 액세스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거나, 예기치 못한 기본적
인 libpool 기능 오류입니다. 데몬이 종료되며 관리자의 즉각적인 주의
가 필요합니다.

CRIT 예기치 못한 오류로 인한 문제입니다. 데몬이 종료되며 관리자의 즉각
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ERR 리소스 집합의 해결할 수 없는 사용률 목표 충돌 등의 작업을 제어하는
사용자 지정 매개변수의 문제입니다. 목표를 수정하려면 관리자의 개
입이 필요합니다. poold가 충돌하는 목표를 무시하여 치료 작업을 하려
고 하지만, 몇 가지 오류로 인해 데몬이 종료됩니다.

WARNING 기술적으로 맞지만 주어진 실행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구성 매
개변수 설정과 관련된 경고입니다. 예로는 모든 CPU 리소스를 고정된
것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즉, poold에서 프로세서 세트 간에 CPU 리
소스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DEBUG 구성 처리를 디버깅할 때 필요한 세부 정보가 들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정보 로깅

생성할 수 있는 메시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CRIT 예기치 못한 모니터링 오류로 인한 문제입니다. 데몬이 종료되며 관리
자의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ERR 예기치 못한 모니터링 오류로 인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NOTICE 리소스 제어 영역 변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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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리소스 사용률 통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DEBUG 모니터링 처리를 디버깅할 때 필요한 세부 정보가 들어 있는 메시지입
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적화 정보 로깅

생성할 수 있는 메시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WARNING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문제와 관련된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면 최소값과 최대값 또는 고정된 구성 요소 수로 너무 좁게 제한된
리소스 집합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제한 사항으로 인해 최적의 재할당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운드 리소
스 사용자가 포함된 프로세서 세트에서 마지막 프로세서를 제거할 때입
니다.

NOTICE 사용 가능한 구성 또는 결정 내역 대체로 인해 구현되지 않는 구성에 대
한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INFO 고려한 대체 구성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DEBUG 최적화 처리를 디버깅할 때 필요한 세부 정보가 들어 있는 메시지입니
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깅 위치

system.poold.log-location 등록 정보는 poold 기록 출력 위치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poold 출력에 대한 SYSLOG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syslog(3C) 참조).

이 등록 정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poold 기록 출력의 기본 위치는 /var/log/pool/poold입
니다.

poold가 명령줄에서 호출되면 이 등록 정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로그 항목이 호출 터미널
에서 stderr에 기록됩니다.

logadm으로 로그 관리

poold가 활성 상태이면 logadm.conf 파일에 기본 파일 /var/log/pool/poold를 관리하는 항
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var/log/pool/poold -N -s 5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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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adm(1M) 및 logadm.conf(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동적 리소스 할당이 작동하는 방식

이 절에서는 poold가 리소스를 동적으로 할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및 인자를 설명합
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 정보

사용 가능한 리소스는 poold 프로세스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로 간주됩니
다. 제어 범위는 최대 단일 Oracle Solaris 인스턴스입니다.

영역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poold의 실행 인스턴스 범위는 전역 영역으로 제한됩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 결정

리소스 풀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단일 실행 Oracle Solaris 인스턴스의 경우 CPU와 같은 단일 유형의 리소스는 단일 분할 영
역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각 유형의 리소스에는 한 개 이상의 분할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분할 영역에는 고유한 리소스 집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CPU가 네 개 있고 프로세서 세트가 두 개 있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설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pset 0: 0 1

pset 1: 2 3

여기서, 콜론 뒤에 있는 0, 1, 2 및 3은 CPU ID를 나타냅니다. 두 개의 프로세서 세트에 모두
네 개의 CPU가 포함됩니다.

같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pset 0: 0 1

pset 1: 1 2 3

CPU 1은 한 번에 하나의 pset에만 표시될 수 있으므로 이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가 속해 있는 분할 영역 이외의 분할 영역에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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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찾기 위해 poold는 활성 풀 구성에 대한 정보를 얻어 분할 영역을 찾습
니다. 모든 분할 영역 내에 있는 리소스를 모두 합하여 제어되는 각 리소스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총 리소스의 양을 결정합니다.

이 리소스 양은 poold가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본 수치입니다. 하지만 poold가 할당해야
하는 유연성을 제한하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제약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성 제약 조건” [124]을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부족 식별

poold의 제어 범위는 poold가 유효한 분할 및 관리에 대한 주요 책임이 있는 사용 가능한 리
소스 세트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 제어 범위 내에서 리소스를 조작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여전히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oold가 활성 상태일 때 분할 영역이 제어를 벗어나는
경우 poold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적절히 조작하여 제어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poold가 해
당 범위 내에서 추가 리소스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데몬은 리소스 부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
니다.

리소스 사용률 결정

poold는 일반적으로 해당 제어 범위 내에서 리소스의 사용을 관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작업 부하 종속 목표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 세트에서 한 세트에 있는 모든 프로세서를 측정합니다. 리소스 사용률은
샘플 간격 동안 리소스가 사용 중인 시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리소스 사용률은 0부터 100
까지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제어 위반 식별

“구성 제약 조건 및 목표” [123]에서 설명된 지시어는 해당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시스템
의 접근 오류를 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목표는 작업 부하와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
다.

사용자가 구성한 목표를 충족하지 않는 분할 영역은 제어 위반입니다. 제어 위반 유형에는 동
기와 비동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목표의 동기적 위반은 작업 부하 모니터링 과정에서 데몬에 의해 감지됩니다.

■ 목표의 비동기적 위반은 데몬의 모니터링 작업과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벤트로 인해 비동기적 목표 위반이 발생합니다.

■ 리소스가 제어 범위에 추가되거나 제어 범위에서 제거됩니다.

■ 제어 범위가 재구성됩니다.

■ poold 리소스 제어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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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부하와 관련이 없는 목표의 영향은 목표 기능의 평가 간에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합
니다. 작업 부하와 관련이 없는 목표는 비동기적 위반 중 하나를 통해 재평가가 트리거되는
경우에만 재평가됩니다.

적합한 치료 작업 결정

리소스 컨트롤러가 리소스 사용자에게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초기 대응은 리소스를
늘려 성능을 향상시키기 것입니다.

구성에서 제어 범위에 대해 지정된 목표를 충족하는 대체 구성을 검사하고 평가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리소스 이동 결과가 모니터되고 각 리소스 분할 영역에 대한 응답성이 평가되
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됩니다. 결정 내역을 참조하여 이전에 목표 기능 달성에서 개선
을 보이지 않은 재구성을 제거합니다. 프로세스 이름 및 수량과 같은 기타 정보는 과거 데이
터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몬이 수정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상태가 기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oold 로깅 정
보” [128]를 참조하십시오.

poolstat를 사용하여 풀 기능 및 리소스 사용률 모니터

poolstat 유틸리티는 시스템에서 풀이 사용되는 경우 리소스 사용률을 모니터하는 데 사용
됩니다. 이 유틸리티는 시스템에 있는 활성 풀을 모두 반복해서 검사하고 선택한 출력 모드를
기준으로 통계를 보고합니다. poolstat 통계를 사용하여 사용률이 높은 리소스 분할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분석하여 시스템에 리소스가 부족할 때 리소스 재할당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poolstat 유틸리티에는 특정 풀을 검사하고 리소스 세트별 통계를 보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영역이 구현되고 poolstat를 비전역 영역에서 사용하면 이 영역의 풀과 연결된 리
소스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poolstat 유틸리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olstat(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oolstat 작업 및 사용 정보에 대해서는 “poolstat를 사용하여 풀 관련 리소스에 대한 통계
보고” [156]를 참조하십시오.

poolstat 출력

기본 출력 형식에서 poolstat는 제목 행을 출력한 다음 각 풀에 대한 행을 표시합니다. 풀 행
은 풀 ID과 풀 이름으로 시작하며, 그 뒤에 풀에 연결된 프로세서 세트에 대한 통계 데이터 열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stat-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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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됩니다. 두 개 이상의 풀에 연결된 리소스 세트는 각 풀에 대해 한 번씩 여러 번 나열
됩니다.

열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id 풀 ID

pool 풀 이름

rid 리소스 집합 ID

rset 리소스 집합 이름

type 리소스 집합 유형

min 최소 리소스 집합 크기

max 최대 리소스 집합 크기

size 현재 리소스 집합 크기

used 현재 사용 중인 리소스 집합의 측정량.

이 사용량은 리소스 세트의 사용률과 리소스 세트의 크기를 곱한 값의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마지막 샘플링 간격 중에 리소스 세트가 재구성
된 경우 이 값이 보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값은 하이
픈(-)으로 표시됩니다.

load 리소스 세트에 지정된 로드의 절대 표시.

이 등록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bpool(3LIB)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oolstat 출력에 다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열 순서

■ 표시되는 제목

poolstat 작업 간격 조정

poolstat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샘플링 간격을
설정하고 통계가 반복되는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interval poolstat에 의해 수행되는 주기적인 작업에 대한 간격을 조정합니다.
모든 간격은 초 단위로 지정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Flibpool-3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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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 통계가 반복되는 횟수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poolstat는 통계를
한 번만 보고합니다.

interval 및 count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가 한 번만 보고됩니다. interval을 지정하
고 count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가 무한대로 보고됩니다.

리소스 풀 기능에 사용되는 명령

다음 표에 설명된 명령은 풀 기능에 대한 기본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영역을 사용하
는 시스템에서 이러한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역에서 사용되는 리소
스 풀” [117]을 참조하십시오.

매뉴얼 페이지 참조 설명

pooladm(1M) 시스템에서 풀 기능을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특정 구성을 활성
화하거나 현재 구성을 제거하고 관련된 리소스를 기본 상태로 되돌립니다. 옵
션을 지정하지 않고 실행하면 pooladm은 현재의 동적 풀 구성을 인쇄합니다.

poolbind(1M) 리소스 풀에 대한 프로젝트, 작업 및 프로세스의 수동 바인딩을 사용합니다.

poolcfg(1M) 풀과 세트에 대한 구성 작업을 제공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구성은
pooladm을 사용하여 대상 호스트에서 인스턴스화됩니다.

-c 옵션에 info 하위 명령 인수와 함께 실행하면 poolcfg는 /etc/pooladm.
conf에 정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파일 이름 인수가 추가되면 이
명령은 명명된 파일에 있는 정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poolcfg - c info /tmp/newconfig는 /tmp/newconfig 파일에 포함된 정적 구
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poold(1M) 풀 시스템 데몬입니다. 이 데몬은 시스템 대상 및 관찰 가능한 통계를 사용하여
관리자가 지정한 시스템 성능 목표를 유지합니다.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수정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poold가 상태를 기록합니다.

poolstat(1M) 풀 관련 리소스에 대한 통계를 표시합니다. 성능 분석을 단순화하고 리소스 분
할 및 재분할 작업에서 시스템 관리자를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정된
풀 검사 및 리소스 세트별 통계 보고에 대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libpool에 의해 라이브러리 API가 제공됩니다(libpool(3LIB) 매뉴얼 페이지 참조). 이 라
이브러리는 프로그램이 풀 구성을 조작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bin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cfg-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stat-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Flibpool-3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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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        1  3  장 

리소스 풀 만들기 및 관리 작업

이 장에서는 시스템에서 리소스 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리소스 풀에 대한 배경 정보는 12장. 리소스 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풀 관리 작업 맵

작업 설명 수행 방법

리소스 풀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

시스템에서 리소스 풀을 활성화하거
나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풀 기능을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 [138]

동적 리소스 풀 사용 또는 사용 안함
으로 설정

시스템에서 동적 리소스 풀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
니다.

“풀 기능을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 [138]

정적 리소스 풀 구성 만들기 현재 동적 구성과 일치하는 정적 구
성 파일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풀 프레임워크” [119]를 참
조하십시오.

정적 구성을 만드는 방법 [143]

리소스 풀 구성 수정 예를 들면 추가 풀을 만들어 시스템
에서 풀 구성을 수정합니다.

구성을 수정하는 방법 [144]

리소스 풀과 예약 클래스 연결 풀에 바인드된 모든 프로세스가 지
정된 스케줄러를 사용하도록 풀과
예약 클래스를 연결합니다.

풀과 예약 클래스를 연결하는 방
법 [146]

구성 제약 조건 설정 및 구성 목표
정의

수정 작업을 할 때 고려할 poold에
대한 목표를 지정합니다. 구성 목
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old 개
요” [123]를 참조하십시오.

구성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방
법 [148] 및 구성 목표를 정의하
는 방법 [149]

로깅 레벨 설정 poold가 생성하는 로깅 정보 레벨을
지정합니다.

poold 로깅 레벨을 설정하는 방
법 [151]

poolcfg 명령에 텍스트 파일 사용 poolcfg 명령은 텍스트 파일에서 입
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olcfg에서 명령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 [151]

커널에서 리소스를 전송합니다. 커널에서 리소스를 전송합니다. 예
를 들어, 특정 ID가 있는 리소스를
대상 세트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전송” [152]

풀 구성 활성화 기본 구성 파일에서 구성을 활성화
합니다.

풀 구성을 활성화하는 방
법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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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수행 방법

구성을 커밋하기 전에 풀 구성의 유
효성 검사

풀 구성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유효
성 검사가 수행될 때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합니다.

구성을 커밋하기 전에 구성 유효성
을 검사하는 방법 [153]

시스템에서 풀 구성 제거 프로세서 세트와 같은 연결된 모든
리소스가 해당 기본 상태로 반환됩
니다.

풀 구성을 제거하는 방법 [153]

프로세스를 풀에 바인드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리소스 풀을 수동으로 연결합니다.

프로세스를 풀에 바인드하는 방
법 [154]

작업 또는 프로젝트를 풀에 바인드 작업 또는 프로젝트와 리소스 풀을
연결합니다.

작업 또는 프로젝트를 풀에 바인드
하는 방법 [155]

새 프로세스를 리소스 풀에 바인드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세스를 제공된
풀에 자동으로 바인드하려면 속성을
project 데이터베이스의 각 항목에
추가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project.pool 속
성을 설정하는 방법 [155]

project 속성을 사용하여 프로세스
를 다른 풀에 바인드

시작된 새 프로세스에 대한 풀 바인
딩을 수정합니다.

project 속성을 사용하여 프로
세스를 다른 풀에 바인드하는 방
법 [155]

poolstat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보
고서 생성

여러 개의 보고서를 지정된 간격으
로 생성합니다.

“특정 간격으로 여러 개의 보고서 생
성” [156]

리소스 세트 통계 보고 poolstat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pset 리소스 세트에 대한 통계를 보
고합니다.

“리소스 세트 통계 보고” [157]

풀 기능을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

svcadm(1M) 매뉴얼 페이지에 설명된 svcadm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리소스 풀 및 동
적 리소스 풀 서비스를 사용 및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pooladm(1M) 매뉴얼 페이지에 설명된 pooladm 명령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풀을 조작할 수 있도록 풀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

■ 풀을 조작할 수 없도록 풀 기능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

참고 -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 리소스 풀 프레임워크가 사용되고 /etc/pooladm.conf 파일
이 있으면 풀 서비스가 사용되며 파일에 포함된 구성이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svcadm을 사용하여 리소스 풀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하
는 방법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svc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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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소스 풀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svcadm enable system/pools:default

svcadm을 사용하여 리소스 풀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
정하는 방법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리소스 풀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svcadm disable system/pools:default

svcadm을 사용하여 동적 리소스 풀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
정하는 방법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동적 리소스 풀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svcadm enable system/pools/dynamic:default

예   13-1 리소스 풀 서비스에서 동적 리소스 풀 서비스의 종속성

이 예에서는 DRP를 실행하려면 먼저 리소스 풀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
다.

리소스 풀과 동적 리소스 풀 사이에 종속성이 있습니다. DRP는 이제 리소스 풀에 종속된 서
비스입니다. DRP는 리소스 풀과 별도로 사용 및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소스 풀과 동적 리소스 풀이 현재 모두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
다.

# svcs "*pool*"
STATE          STIME    FMRI

disabled       2011     svc:/system/pools:default

disabled       2011     svc:/system/pools/dynamic:default

동적 리소스 풀을 사용으로 설정:

# svcadm enable svc:/system/pools/dynamic:default
# svcs -a | grep pool

STATE          STIME    FMRI

disabled       2011     svc:/system/pools:default

offline        2011     svc:/system/pools/dynamic: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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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 서비스가 아직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svcs 명령의 -x 옵션을 사용하여 DRP 서비스가 오프라인 상태인 이유를 확인합니다.

# svcs -x "*pool*"
svc:/system/pools:default (resource pools framework)

 State: disabled since Sat Feb 12 02:36:15 2011

Reason: Disabled by an administrator.

   See: http://support.oracle.com/msg/SMF-8000-05

   See: libpool(3LIB)

   See: pooladm(1M)

   See: poolbind(1M)

   See: poolcfg(1M)

   See: poolstat(1M)

Impact: This service is not running.

svc:/system/pools/dynamic:default (dynamic resource pools)

 State: disabled since Sat Feb 12 02:36:16 2011

Reason: Disabled by an administrator.

   See: http://support.oracle.com/msg/SMF-8000-05

   See: poold(1M)

Impact: This service is not running.

DRP 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리소스 풀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

# svcadm enable svc:/system/pools:default

svcs "*pool*" 명령을 사용하면 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svcs "*pool*"
STATE          STIME    FMRI

online         2011     svc:/system/pools/dynamic:default

online         2011     svc:/system/pools:default

예   13-2 리소스 풀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했을 때 동적 리소스 풀에 대한 영향

두 서비스가 온라인 상태이고 리소스 풀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한 경우:

# svcadm disable svc:/system/pools:default 

svcs "*pool*" 명령을 사용하면 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svcs "*pool*"
STATE          STIME    FMRI

disabled       2011     svc:/system/pools:default

online         2011     svc:/system/pools/dynamic:default

하지만 리소스 풀 서비스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RP 서비스는
offline 상태가 됩니다.

# svcs "*pool*"
STATE          STIME    FMRI

disabled       2011     svc:/system/pools:default

offline        2011     svc:/system/pools/dynamic: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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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 서비스가 오프라인 상태인 이유 확인:

# svcs -x "*pool*"
svc:/system/pools:default (resource pools framework)

 State: disabled since Sat Feb 12 02:36:15 2011

Reason: Disabled by an administrator.

   See: http://support.oracle.com/msg/SMF-8000-05

   See: libpool(3LIB)

   See: pooladm(1M)

   See: poolbind(1M)

   See: poolcfg(1M)

   See: poolstat(1M)

Impact: 1 dependent service is not running.  (Use -v for list.)

svc:/system/pools/dynamic:default (dynamic resource pools)

 State: offline since Sat Feb 12 02:36:15 2011

Reason: Service svc:/system/pools:default is disabled.

   See: http://support.oracle.com/msg/SMF-8000-GE

   See: poold(1M)

   See: /var/svc/log/system-pools-dynamic:default.log

Impact: This service is not running.

DRP가 작동하려면 리소스 풀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ooladm 명령을 -e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리소스 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pooladm -e

그러면 svcs "*pool*" 명령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svcs "*pool*"
STATE          STIME    FMRI

online         2011     svc:/system/pools:default

online         2011     svc:/system/pools/dynamic:default

svcadm을 사용하여 동적 리소스 풀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
하는 방법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동적 리소스 풀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svcadm disable system/pools/dynamic:default

pooladm을 사용하여 리소스 풀을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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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풀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pooladm -e

pooladm을 사용하여 리소스 풀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방법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풀 기능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pooladm -d

특정 CPU 지정

CPU, 코어 및 소켓을 지정하고 지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cpus= 영역에 지정된 CPU 목록입니다.

cores= 영역에 지정된 코어 목록입니다.

sockets= 영역에 지정된 소켓 목록입니다.

예   13-3 코어 지정

pset new에 코어를 지정합니다.

# poolcfg -dc 'assign to pset new (core 0 ; core 1)'

예   13-4 지속 정적 구성과 일치하도록 실행 중인 풀 업데이트

zonecfg 명령을 사용하여 코어를 지정합니다. pooladm 명령을 -c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실행
중인 풀이 정적 구성과 일치하도록 설정합니다.

# poolcfg -c 'assign to pset new (core 0 ; core 1)'

# poolad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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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구성

정적 구성을 만드는 방법

/usr/sbin/pooladm에 -s 옵션을 사용하여 현재 동적 구성과 일치하는 정적 구성 파일을 만들
면 재부트 시 변경 사항이 유지됩니다. 다른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한 기본 위치 /etc/
pooladm.conf가 사용됩니다.

pooladm 명령을 -c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구성을 커밋합니다. 그런 다음 pooladm 명령을 -s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동적 구성 상태에 일치하도록 정적 구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참고 - 동적 구성에 일치하는 새 구성을 만들 때 이후 기능 pooladm -s가 이전 기능 poolcfg -c
discover보다 우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풀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현재 동적 구성에 일치하도록 정적 구성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 pooladm -s

3.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구성 파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시스템에서 생성된 기본 요소가 구성에 포함됩니다.

# poolcfg -c info
system tester

        string  system.comment

        int     system.version 1

        boolean system.bind-default true

        int     system.poold.pid 177916

        pool pool_default

                int     pool.sys_id 0

                boolean pool.active true

                boolean pool.default true

                int     pool.importance 1

                string  pool.comment 

                pset    pset_default

        pset pset_default

                int     pset.sys_id -1

                boolean pset.default true

                uint    pset.min 1

                uint    pset.max 65536

                string  pset.units population

                uint    pset.loa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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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nt    pset.size 4

                string  pset.comment 

                boolean testnullchanged true

                cpu

                        int     cpu.sys_id 3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2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1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0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4. /etc/pooladm.conf에서 구성을 커밋합니다.

# pooladm -c

5. (옵션) 동적 구성을 /tmp/backup이라고 하는 정적 구성 파일에 복사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
다.

# pooladm -s /tmp/backup

구성을 수정하는 방법

구성을 향상시키려면 프로세서 세트 pset_batch와 풀 pool_batch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연
결을 사용하여 풀과 프로세서 세트를 결합합니다.

공백이 포함된 하위 명령 인수에 따옴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프로세서 세트 pset_batch를 만듭니다.

# poolcfg -c 'create pset pset_batch (uint pset.min = 2; uint pset.max = 10)'

3. 풀 pool_batch를 만듭니다.

# poolcfg -c 'create pool pool_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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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을 사용하여 풀과 프로세서 세트를 결합합니다.

# poolcfg -c 'associate pool pool_batch (pset pset_batch)'

5. 편집한 구성을 표시합니다.

# poolcfg -c info
system tester

        string  system.comment kernel state

        int     system.version 1

        boolean system.bind-default true

        int     system.poold.pid 177916

        pool pool_default

                int     pool.sys_id 0

                boolean pool.active true

                boolean pool.default true

                int     pool.importance 1

                string  pool.comment 

                pset    pset_default

        pset pset_default

                int     pset.sys_id -1

                boolean pset.default true

                uint    pset.min 1

                uint    pset.max 65536

                string  pset.units population

                uint    pset.load 10

                uint    pset.size 4

                string  pset.comment 

                boolean testnullchanged true

                cpu

                        int     cpu.sys_id 3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2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1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0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pool pool_batch

                boolean pool.default false



Draft 2015-01-20-01:27:07+08:00
풀과 예약 클래스를 연결하는 방법

146 Oracle Solaris 11.2의 리소스 관리 • 2014년 7월

                boolean pool.active true

                int pool.importance 1

                string pool.comment

                pset pset_batch

        pset pset_batch

                int pset.sys_id -2

                string pset.units population

                boolean pset.default true

                uint pset.max 10

                uint pset.min 2

                string pset.comment

                boolean pset.escapable false

                uint pset.load 0

                uint pset.size 0

                cpu

                        int     cpu.sys_id 5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4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6. /etc/pooladm.conf에서 구성을 커밋합니다.

# pooladm -c

7. (옵션) 동적 구성을 /tmp/backup이라고 하는 정적 구성 파일에 복사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
다.

# pooladm -s /tmp/backup

풀과 예약 클래스를 연결하는 방법

풀에 바인드된 모든 프로세스가 이 스케줄러를 사용하도록 풀과 예약 클래스를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pool.scheduler 등록 정보를 스케줄러 이름으로 설정합니다. 이 예에
서는 풀 pool_batch와 FSS(Fair Share Scheduler)를 연결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FSS와 연결할 풀 pool_batch를 수정합니다.

# poolcfg -c 'modify pool pool_batch (string pool.scheduler="FSS")'

3. 편집한 구성을 표시합니다.

# poolcfg -c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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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ester

        string  system.comment

        int     system.version 1

        boolean system.bind-default true

        int     system.poold.pid 177916

        pool pool_default

                int     pool.sys_id 0

                boolean pool.active true

                boolean pool.default true

                int     pool.importance 1

                string  pool.comment 

                pset    pset_default

        pset pset_default

                int     pset.sys_id -1

                boolean pset.default true

                uint    pset.min 1

                uint    pset.max 65536

                string  pset.units population

                uint    pset.load 10

                uint    pset.size 4

                string  pset.comment 

                boolean testnullchanged true

                cpu

                        int     cpu.sys_id 3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2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1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0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pool pool_batch

                boolean pool.default false

                boolean pool.active true

                int pool.importance 1

                string pool.comment

                string pool.scheduler FSS

                pset batch

        pset pset_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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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 pset.sys_id -2

                string pset.units population

                boolean pset.default true

                uint pset.max 10

                uint pset.min 2

                string pset.comment

                boolean pset.escapable false

                uint pset.load 0

                uint pset.size 0

                cpu

                        int     cpu.sys_id 5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4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4. /etc/pooladm.conf 에서 구성을 커밋합니다.

# pooladm -c

5. (옵션) 동적 구성을 /tmp/backup이라고 하는 정적 구성 파일에 복사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
다.

# pooladm -s /tmp/backup

구성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

제약 조건은 구성에 적용할 수 있는 잠재적 변경 사항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능한 구성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절차는 cpu.pinned 등록 정보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다음 예에서 cpuid는 정수입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정적 또는 동적 구성에서 cpu.pinned 등록 정보를 수정합니다.

■ 부트 시간(정적) 구성 수정:

# poolcfg -c 'modify cpu <cpuid> (boolean cpu.pinned = true)'

■ 부트 시간 구성을 수정하지 않고 실행 중인(동적) 구성 수정:

# poolcfg -dc 'modify cpu <cpuid> (boolean cpu.pinned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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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목표를 정의하는 방법

수정 작업을 할 때 고려할 poold에 대한 목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poold가 리소스 할당을 리소스 사용률에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 wt-load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구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locality 목표가 사용 안함
으로 설정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wt-load 목표를 사용하도록 시스템 tester를 수정합니다.

# poolcfg -c 'modify system tester (string system.poold.objectives="wt-load")'

3. 기본 프로세서 세트에 대해 locality 목표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poolcfg -c 'modify pset pset_default (string pset.poold.objectives="locality

 none")' one line

4. pset_batch 프로세서 세트에 대해 locality 목표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poolcfg -c 'modify pset pset_batch (string pset.poold.objectives="locality

 none")' one line

5. 편집한 구성을 표시합니다.

# poolcfg -c info
system tester

        string  system.comment

        int     system.version 1

        boolean system.bind-default true

        int     system.poold.pid 177916

        string  system.poold.objectives wt-load

        pool pool_default

                int     pool.sys_id 0

                boolean pool.active true

                boolean pool.default true

                int     pool.importance 1

                string  pool.comment 

                pset    pset_default

        pset pset_default

                int     pset.sys_id -1

                boolean pset.default true

                uint    pset.min 1

                uint    pset.max 65536

                string  pset.units population

                uint    pset.load 10

                uint    pset.size 4

                string  pset.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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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lean testnullchanged true

                string  pset.poold.objectives locality none

                cpu

                        int     cpu.sys_id 3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2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1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0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pool pool_batch

                boolean pool.default false

                boolean pool.active true

                int pool.importance 1

                string pool.comment

                string pool.scheduler FSS

                pset batch

        pset pset_batch

                int pset.sys_id -2

                string pset.units population

                boolean pset.default true

                uint pset.max 10

                uint pset.min 2

                string pset.comment

                boolean pset.escapable false

                uint pset.load 0

                uint pset.size 0

                string  pset.poold.objectives locality none

                cpu

                        int     cpu.sys_id 5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4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6. /etc/pooladm.conf에서 구성을 커밋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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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ladm -c

7. (옵션) 동적 구성을 /tmp/backup이라고 하는 정적 구성 파일에 복사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
다.

# pooladm -s /tmp/backup

poold 로깅 레벨을 설정하는 방법

poold에서 생성하는 로깅 정보 레벨을 지정하려면 poold 구성에서 system.poold.log-level
등록 정보를 설정합니다. poold 구성은 libpool 구성에 보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oold

로깅 정보” [128]와 poolcfg(1M) 및 libpool(3LIB)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명령줄에서 poold 명령을 사용하여 poold가 생성하는 로깅 정보 레벨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
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l 옵션 및 매개변수(예: INFO)와 함께  poold 명령을 사용하여 로깅 레벨을 설정합니다.

# /usr/lib/pool/poold -l INFO

사용 가능한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old 로깅 정보” [128]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로깅 레벨은 NOTICE입니다.

poolcfg에서 명령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

poolcfg 명령을 -f 옵션과 함께 사용하면 -c 옵션에 대한 poolcfg 하위 명령 인수가 포함된
텍스트 파일에서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작업 세트를 수행하고자 할 때 적합합
니다. 여러 개의 명령을 처리할 때 명령이 모두 성공한 경우에만 구성이 업데이트됩니다. 구
성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이 방법이 하위 명령별 호출보다 유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파일에서 # 문자는 나머지 행에 대한 주석 표시 역할을 합니다.

1. 입력 파일 poolcmds.txt를 만듭니다.

$ cat > poolcmds.txt

create system tester

create pset pset_batch (uint pset.min = 2; uint pset.max = 10)

create pool pool_batch

associate pool pool_batch (pset pset_batch)

2.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cfg-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3Flibpool-3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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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usr/sbin/poolcfg -f poolcmds.txt

리소스 전송

-d 옵션과 함께 poolcfg의 -c 옵션에 transfer 하위 명령 인수를 사용하여 커널에서 리소스
를 전송합니다. -d 옵션은 명령이 커널에서 바로 실행되고 파일에서 입력을 받지 않도록 지정
합니다.

다음 절차는 커널에서, 프로세서 세트 pset1에서 프로세서 세트 pset2로 CPU 두 개를 이동
합니다.

프로세서 세트 간에 CPU를 이동하는 방법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pset1에서 pset2로 CPU 두 개를 이동합니다.

from 및 to 하위 절은 순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별로 하나의 to 및 from 하위
절만 지원됩니다.

# poolcfg -dc 'transfer 2 from pset pset1 to pset2'

예   13-5 프로세서 세트 간에 CPU를 이동하는 다른 방법

리소스 유형의 알려진 특정 ID를 전송하려면 대체 구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
은 ID가 0과 2인 두 개의 CPU를 pset_large 프로세서 세트에 지정합니다.

# poolcfg -dc 'transfer to pset pset_large (cpu 0; cpu 2)'

문제 해결

요청에 일치하는 리소스가 부족하거나 지정된 ID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전송이 실패하면 시
스템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풀 구성 활성화 및 제거

특정 풀 구성을 활성화하거나 현재 활성 상태인 풀 구성을 제거하려면 pooladm 명령을 사용

합니다. 이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ol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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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구성을 활성화하는 방법

기본 구성 파일 /etc/pooladm.conf에서 구성을 활성화하려면 -c 옵션, "구성 커밋"과 함께
pooladm을 호출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etc/pooladm.conf에서 구성을 커밋합니다.

# pooladm -c

3. (옵션) 동적 구성을 정적 구성 파일(예: /tmp/backup)에 복사합니다.

# pooladm -s /tmp/backup

구성을 커밋하기 전에 구성 유효성을 검사하는 방법

유효성 검사가 수행될 때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하려면 -c 옵션과 함께 -n 옵션을 사용합니다.
구성이 실제로 커밋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명령은 /home/admin/newconfig에 포함된 구성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발생한 오류 상
태가 표시되지만 구성 자체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구성을 커밋하기 전에 유효성을 테스트합니다.

# pooladm -n -c /home/admin/newconfig

풀 구성을 제거하는 방법

현재 활성 구성을 제거하고 프로세서 세트와 같은 연결된 모든 리소스를 기본 상태로 되돌리
려면 "구성 제거"를 위한 -x 옵션을 사용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현재 활성 구성을 제거합니다.

# pooladm -x

pooladm에 대한 -x 옵션은 동적 구성에서 사용자 정의 요소를 모두 제거합니다. 모든 리소스
는 기본 상태로 되돌아가고 모든 풀 바인딩은 기본 풀에 대한 바인딩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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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 세트 내에서 예약 클래스 혼합

같은 프로세서 세트에 있는 TS와 IA 클래스의 프로세스를 안전하게 혼합할 수 있습니다.
한 프로세서 세트 내에서 다른 예약 클래스를 혼합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pooladm -x를 사용하여 한 프로세서 세트 내에서 예약 클래스가 혼합된 경우
에는 priocntl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다른 예약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TS 클래스에서 FSS 클래스로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이동하는 방법 [96]을 참조하십시오.

priocntl(1) 매뉴얼 페이지도 참조하십시오.

풀 속성 설정 및 풀에 바인드

리소스 풀과 프로젝트를 연결하도록 project.pool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에 바인드할 수 있습니다.

■ poolbind(1M) 명령에서 설명한 poolbind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프로세스를 명명된 리
소스 풀에 바인드할 수 있습니다.

■ project 데이터베이스에서 project.pool 속성을 사용하여 newtask 명령을 통해 시

작된 작업이나 새 로그인 세션에 대한 풀 바인딩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newtask(1),

projmod(1M) 및 project(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세스를 풀에 바인드하는 방법

다음 절차에서는 -p 옵션과 함께 poolbind를 사용하여 프로세스(이 경우 현재 셸)를 풀
ohare에 수동으로 바인드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프로세스를 풀에 수동으로 바인드:

# poolbind -p ohare $$

3. -q 옵션과 함께 poolbind를 사용하여 프로세스에 대한 풀 바인딩을 확인합니다.

$ poolbind -q $$
155509 ohare

시스템에 프로세스 ID 및 풀 바인딩이 표시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riocntl-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oolbin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newtask-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projmo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projec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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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또는 프로젝트를 풀에 바인드하는 방법

작업 또는 프로젝트를 풀에 바인드하려면 poolbind 명령을 -i 옵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airmiles 프로젝트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laguardia 풀에 바인드합니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airmiles 프로젝트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laguardia 풀에 바인드합니다.

# poolbind -i project -p laguardia airmiles

프로젝트에 대한 project.pool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리소스 풀에 바인드하도록 project.pool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1. 루트 또는 동등한 역할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project.pool 속성을 project 데이터베이스의 각 항목에 추가합니다.

# projmod -a -K project.pool=poolname project

project 속성을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다른 풀에 바인드하
는 방법

studio와 backstage라는 두 개의 풀이 있는 구성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etc/project 파일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ser.paul:1024::::project.pool=studio

user.george:1024::::project.pool=studio

user.ringo:1024::::project.pool=backstage

passes:1027::paul::project.pool=backstage

이 구성을 사용하면 사용자 paul이 시작한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studio 풀에 바인드됩니
다.

사용자 paul은 자신이 시작한 프로세스에 대한 풀 바인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paul은
newtask를 사용하여 passes 프로젝트에서 시작하여 backstage 풀에 작업을 바인드할 수 있
습니다.

1. passes 프로젝트에서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 newtask -l -p passes



Draft 2015-01-20-01:27:07+08:00
poolstat를 사용하여 풀 관련 리소스에 대한 통계 보고

156 Oracle Solaris 11.2의 리소스 관리 • 2014년 7월

2. poolbind 명령을 -q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프로세스에 대한 풀 바인딩을 확인합니다. 또한 달
러 기호 두 개($$)를 사용하여 상위 셸의 프로세스 수를 명령에 전달합니다.

$ poolbind -q $$
6384  pool backstage

시스템에 프로세스 ID 및 풀 바인딩이 표시됩니다.

poolstat를 사용하여 풀 관련 리소스에 대한 통계 보고

poolstat 명령은 풀 관련 리소스에 대한 통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oolstat를 사용하여 풀 기능 및 리소스 사용률 모니터” [133] 및 poolstat(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세부절에서는 예제를 사용하여 특정 목적의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

기본 poolstat 출력 표시

인수 없이 poolstat를 입력하면 각 풀에 대한 헤더 행과 정보 행이 출력됩니다. 정보 행에는
풀에 연결된 프로세서 세트에 대한 풀 ID, 풀 이름 및 리소스 통계가 표시됩니다.

machine% poolstat
                              pset

       id pool           size used load

        0 pool_default      4  3.6  6.2

        1 pool_sales        4  3.3  8.4

특정 간격으로 여러 개의 보고서 생성

다음 명령은 5초 샘플링 간격으로 세 개의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machine% poolstat 5 3
                               pset

 id pool                 size used load

 46 pool_sales              2  1.2  8.3

  0 pool_default            2  0.4  5.2

                              pset

 id pool                 size used load

 46 pool_sales              2  1.4  8.4

  0 pool_default            2  1.9  2.0

                              pset

 id pool                 size used load

 46 pool_sales              2  1.1  8.0

  0 pool_default            2  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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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세트 통계 보고

다음 예에서는 poolstat 명령을 -r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프로세서 세트 리소스 세트에 대한
통계를 보고합니다. 리소스 세트 pset_default가 둘 이상의 풀에 연결되므로 이 프로세서 세
트는 각 풀 구성원에 대해 한 번씩 표시됩니다.

machine% poolstat -r pset
      id pool          type rid rset          min  max size used load

       0 pool_default  pset  -1 pset_default    1  65K    2  1.2  8.3

       6 pool_sales    pset   1 pset_sales      1  65K    2  1.2  8.3

       2 pool_other    pset  -1 pset_default    1  10K    2  0.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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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        1  4  장 

리소스 관리 구성 예

이 장에서는 리소스 관리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가상의 서버 통합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합
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통합되는 구성” [159]

■ “통합 구성” [159]

■ “구성 만들기” [160]

■ “구성 보기” [161]

통합되는 구성

이 예에서는 다섯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단일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대상 응용 프로그램의 리
소스 요구 사항은 각기 다르며 사용자 수 및 구조도 다릅니다. 현재 각 응용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맞게 설계된 전용 서버에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과 각 특성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설명 특성

응용 프로그램 서버 CPU 2개 이상으로 확장할 수 없음

응용 프로그램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
스

트랜잭션 처리량이 많음

테스트 및 개발 환경의 응용 프로그램 서버 GUI 기반으로 테스트되지 않은 코드 실행 포함

트랜잭션 처리 서버 주요 문제는 응답 시간임

독립형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많은 수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여러 시간대를 제공함

통합 구성

다음 구성을 사용하여 리소스 풀이 있고 동적 리소스 풀 기능을 지원하는 단일 시스템에 응용
프로그램을 통합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두 개의 CPU 프로세서 세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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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프로그램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독립형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네 개
이상의 CPU로 구성된 단일 프로세서 세트에 통합됩니다. 독립형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는 해당 리소스의 75%가 보장됩니다.

■ 테스트 및 개발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는 UI 응답성을 보장하기 위해 IA 예약 클래스가 필
요합니다. 잘못된 코드 빌드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 제한이 설정됩니다.

■ 트랜잭션 처리 서버에는 응답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CPU 2개 이상의 전용 프로세서 세
트가 지정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각 리소스 세트에서 프로세서 주기를 실행 및 사용하는 알려진 응용 프로그램
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리소스가 필요한 세트로 프로세서 리소스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
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률이 높은 리소스 세트가 사용률이 낮은 세트보다 더 많은 리소스를 할당받을 수 있
도록 wt-load 목표가 설정됩니다.

■ locality 목표는 프로세서 지역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tight로 설정됩니다.

사용률이 리소스 세트의 80%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제약 조건이 적용됩니
다. 이러한 제약 조건은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
다. 또한 트랜잭션 프로세서 세트의 경우 사용률을 80% 아래로 유지하는 목표가 지정된 다
른 목표보다 두 배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요도는 구성에서 정의됩니다.

구성 만들기

/etc/project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편집합니다. 필요한 리소스 제어를 구현하고 사용자를
리소스 풀에 매핑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한 다음 파일을 확인합니다.

# cat /etc/project
.

.

.

user.app_server:2001:Production Application Server:::project.pool=appserver_pool

user.app_db:2002:App Server DB:::project.pool=db_pool;project.cpu-shares=(privileged,1,deny)

development:2003:Test and development::staff:project.pool=dev_pool;

process.max-address-space=(privileged,536870912,deny) keep with previous line
user.tp_engine:2004:Transaction Engine:::project.pool=tp_pool

user.geo_db:2005:EDI DB:::project.pool=db_pool;project.cpu-shares=(privileged,3,deny)

.

.

.

참고 -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액세스는 사용자의 GID(그룹 ID)를 기반으로 하므로 개발 팀은 개
발 프로젝트 내에서 작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리소스 풀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할 pool.host라는 입력 파일을 만듭니다. 파일을 확
인합니다.

# cat pool.host
create system 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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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pset dev_pset (uint pset.min = 0; uint pset.max = 2)

create pset tp_pset (uint pset.min = 2; uint pset.max=8)

create pset db_pset (uint pset.min = 4; uint pset.max = 6)

create pset app_pset (uint pset.min = 1; uint pset.max = 2)

create pool dev_pool (string pool.scheduler="IA")

create pool appserver_pool (string pool.scheduler="TS")

create pool db_pool (string pool.scheduler="FSS")

create pool tp_pool (string pool.scheduler="TS")

associate pool dev_pool (pset dev_pset)

associate pool appserver_pool (pset app_pset)

associate pool db_pool (pset db_pset)

associate pool tp_pool (pset tp_pset)

modify system tester (string system.poold.objectives="wt-load")

modify pset dev_pset (string pset.poold.objectives="locality tight; utilization < 80")

modify pset tp_pset (string pset.poold.objectives="locality tight; 2: utilization < 80")

modify pset db_pset (string pset.poold.objectives="locality tight;utilization < 80")

modify pset app_pset (string pset.poold.objectives="locality tight; utilization < 80")

pool.host 입력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업데이트합니다.

# poolcfg -f pool.host

구성을 활성화합니다.

# pooladm -c

이제 시스템에서 프레임워크가 작동합니다.

DRP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svcadm enable pools/dynamic:default

구성 보기

시스템에서 생성된 기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프레임워크 구성을 보려면 다음을 입력합니
다.

# pooladm
system host

        string  system.comment

        int     system.version 1

        boolean system.bind-default true

        int     system.poold.pid 177916

        string  system.poold.objectives wt-load

        pool dev_pool

                int     pool.sys_id 125

                boolean pool.default false

                boolean pool.active true

                int     pool.importance 1

                string  pool.comment

                string  pool.scheduler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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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t    dev_pset

  

        pool appserver_pool

                int     pool.sys_id 124

                boolean pool.default false

                boolean pool.active true

                int     pool.importance 1

                string  pool.comment

                string  pool.scheduler TS

                pset    app_pset

      

        pool db_pool

                int     pool.sys_id 123

                boolean pool.default false

                boolean pool.active true

                int     pool.importance 1

                string  pool.comment

                string  pool.scheduler FSS

                pset    db_pset

  

        pool tp_pool

                int     pool.sys_id 122

                boolean pool.default false

                boolean pool.active true

                int     pool.importance 1

                string  pool.comment

                string  pool.scheduler TS

                pset    tp_pset

 

        pool pool_default

                int     pool.sys_id 0

                boolean pool.default true

                boolean pool.active true

                int     pool.importance 1

                string  pool.comment

                string  pool.scheduler TS

                pset    pset_default

        pset dev_pset

                int     pset.sys_id 4

                string  pset.units population

                boolean pset.default false

                uint    pset.min 0

                uint    pset.max 2

                string  pset.comment

                boolean pset.escapable false

                uint    pset.load 0

                uint    pset.size 0

                string  pset.poold.objectives locality tight; utilization < 80

        pset tp_pset

                int     pset.sys_id 3

                string  pset.units population

                boolean pset.default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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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nt    pset.min 2

                uint    pset.max 8

                string  pset.comment

                boolean pset.escapable false

                uint    pset.load 0

                uint    pset.size 0

                string  pset.poold.objectives locality tight; 2: utilization < 80

                cpu

                        int     cpu.sys_id 1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2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pset db_pset

                int     pset.sys_id 2

                string  pset.units population

                boolean pset.default false

                uint    pset.min 4

                uint    pset.max 6

                string  pset.comment

                boolean pset.escapable false

                uint    pset.load 0

                uint    pset.size 0

                string  pset.poold.objectives locality tight; utilization < 80

                cpu

                        int     cpu.sys_id 3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4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5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cpu

                        int     cpu.sys_id 6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pset app_pset

                int     pset.sys_id 1

                string  pset.units population

                boolean pset.default false

                uint    pset.m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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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nt    pset.max 2

                string  pset.comment

                boolean pset.escapable false

                uint    pset.load 0

                uint    pset.size 0

                string  pset.poold.objectives locality tight; utilization < 80

                cpu

                        int     cpu.sys_id 7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pset pset_default

                int     pset.sys_id -1

                string  pset.units population

                boolean pset.default true

                uint    pset.min 1

                uint    pset.max 4294967295

                string  pset.comment

                boolean pset.escapable false

                uint    pset.load 0

                uint    pset.size 0

                cpu

                        int     cpu.sys_id 0

                        string  cpu.comment 

                        string  cpu.status on-line

다음은 이 프레임워크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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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서버 통합 구성

참고 - db_pool 풀에서 독립형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CPU 리소스의 75%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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