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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운영 체제 설치 안내서에서는 운영 체제 설치와 서버 
모듈을 구성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초기 소프트웨어 구성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품 업데이트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제품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려
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sun.com/download/index.jsp.

Hardware Drivers(하드웨어 드라이버) 절을 찾아 X64 Servers & Workstations
(X64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을 클릭합니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사이트는 
CD-ROM .iso 이미지, 펌웨어 및 드라이버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관련 설명서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용 문서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rver module과 함께 
제공되고 제품의 설명서 사이트에도 게시되어 있는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시작 안
내서(820-3975)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URL로 이동하여 이 제품에 대한 페이지를 찾으
십시오.

http://docs.sun.com/
ix

http://www.sun.com/download/index.jsp


일부 설명서는 위에서 설명한 웹 사이트에서 프랑스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한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영문 설명서는 보다 자주 개정되므로 
번역본보다 최신 버전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사전 설치된 Solari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로 이동하십
시오. http://www.sun.com/software/preinstall.

지원 및 교육

UNIX 명령 사용
이 안내서에서는 시스템 종료, 시스템 부팅 및 장치 구성과 같은 기본적인 UNIX®  명령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 Solaris™ 운영 체제 설명서

http://docs.sun.com

타사 웹 사이트
Sun은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타사 웹 사이트의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
니다. Sun은 이러한 웹 사이트에서 또는 리소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내용, 광고, 
제품 또는 기타 자료에 대해 추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un은 
타사 웹 사이트에서 또는 리소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
이나 의존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또는 주장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un 기능 URL

지원 http://www.sun.com/support/

교육 http://www.sun.com/training/
x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운영 체제 설치 안내서 •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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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표기 규칙

고객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Sun은 보다 나은 설명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객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환영
합니다. 의견이나 제안은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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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보내실 때는 문서 제목과 부품 번호도 함께 기재해 주십시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운영 체제 설치 안내서, 820-5276-10

활자체*

* 사용 중인 브라우저 설정이 이 설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미 예

AaBbCc123 명령, 파일 및 디렉토리의 이름, 
컴퓨터 화면 출력

.login 파일을 편집합니다.
ls -a를 사용하여 모든 파일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 You have mail.

AaBbCc123 사용자 입력 내용, 컴퓨터 화면 
출력 내용과의 구분을 위해 사용

% su

Password:

AaBbCc123 책 제목, 새로운 단어 및 용어, 
단어의 강조. 명령줄 변수는 실제 
이름 또는 값으로 대체합니다.

사용자 안내서의 6장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을 class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슈퍼유저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파일을 삭제하려면 rm 파일 이름을 입력
합니다.
머리말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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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1

개요

이 장에서는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용 운영 체제(OS)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다음 절이 포함됩니다.
■ 1페이지의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운영 체제 설치 정보"
■ 2페이지의 "지원되는 운영 체제"
■ 2페이지의 "설치 전 준비 사항"
■ 3페이지의 "설치 지침"
■ 3페이지의 "설치 옵션"
■ 3페이지의 "관련 설명서"

주 – 이 문서에서는 지원되는 Solaris™, Linux 및 VMware OS 설치만 다룹니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Windows Server 2003/2008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은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Windows 운영 체제 설치 안내서(820-3970)를 
참조하십시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운영 체제 
설치 정보
몇 가지 운영 체제(OS) 배포판이 지원되며 각 OS를 설치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습니
다. 이 문서는 상세 절차를 참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안내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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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운영 체제
Solaris 10은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 체제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Solaris 10 5/08 이상
■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4.6 32비트 및 64비트
■ RHEL 5.1, 64비트
■ SLES(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SP2 64비트
■ VMware ESX Server 3.5 Update 1

■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Enterprise R2 SP2,32비트 및 64비트
■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Enterprise 및 Datacenter 32비트 및 64비트

주 – Solaris 10 5/08 운영 체제 또는 Windows Server 2003 R2 Enterprise Edition SP2 
운영 체제는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부트 디스크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Windows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은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Windows 운영 체제 설치 안내서(820-3963)를 참조하십시오.

설치 전 준비 사항
OS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사전 준비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 서버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 서비스 프로세서를 구성합니다.
■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설치된 ILOM 버전이 CMM(섀시 관리 모듈)에 
설치된 버전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ILOM 버전 2.0.3.9을 권장합니다.

■ IP 주소, 넷마스크와 같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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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침
 2장 (RHEL),  3장 (SLES),  4장 (Solaris) 및  5장 (VMware)에서는 이러한 운영 체제를 
수동으로 설치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팁 – SIA(Sun Installation Assistant)를 사용하여 Red Hat Enterprise Linux 및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SIA는 서버 모듈에 해당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편리한 프론트 엔드 응용 프로그램
입니다. SIA는 운영 체제와 함께 제공되는 표준 설치 유틸리티 및 절차를 보완할 뿐, 이러
한 유틸리티와 절차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n Installation Assistant 
User’s Guide(Sun Installation Assistant 사용자 안내서)(820-3357)를 참조하십시오.

설치 옵션
운영 체제 설치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로컬 CD 설치. 서버에 운영 체제를 설치하려면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의 전면 
슬롯에 연결된 동글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글은 물리적 USB CD 드라이브, 
키보드, 마우스 및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장비에 따라 가용 USB 포트 
수를 늘리기 위해 USB 허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Sun에서 제공하는 동글에는 2개
의 USB 포트만 포함됨).

■ 원격 콘솔 설치. ILOM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서버에서 
운영 체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ILOM 2.0 이상이 필요합니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용 ILOM 2.0.3.9 펌웨어는 제품 다운로드 페이지
(http://www.sun.com/downloads)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PXE Boot.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용 네트워크 포트는 섀시 후면에 설치된 
NEM, NEM+(Network Express Module) 또는 PCI EM(PCI express module)을 
통해 제공됩니다.

관련 설명서
■ Solaris 10 Installation Guide: Networked-Based Installations(Solaris 10 설치 안내서: 
네트워크 기반 설치): http://docs.sun.com/app/docs/doc/817-5504

■ Red Hat Enterprise Linux System Administration Guide(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
템 관리 안내서): https://www.redhat.com/docs/manuals/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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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s-admin.pdf 파일과 마찬가지로 docu 디렉토리에 있는 첫 번째 설치 CD의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Installation and Administration Guide(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설치 및 관리 안내서)

■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 for VMware Infrastructure(VMware Infrastructure 설치 
및 업그레이드 안내서): 
http://www.vmware.com/support/pubs/vi_pubs.html

■ Sun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2.0 User’s Guide(Sun ILOM 2.0 사용자 안내서): 
http://docs.sun.com/app/docs/doc/820-11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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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

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이 장에서는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Red Hat Enterprise Linux를 수동으로 설치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절이 포함됩니다.
■ 5페이지의 "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정보"
■ 7페이지의 "RHEL 운영 체제 설치 준비"
■ 8페이지의 "배포용 매체에서 RHEL 운영 체제 설치"
■ 19페이지의 "RHEL 운영 체제 업데이트"
■ 9페이지의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RHEL OS 설치"
■ 11페이지의 "PXE를 사용한 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정보
다른 Intel 또는 AMD Opteron 서버에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OS를 설치
한 경험이 있을 경우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버에 RHEL을 설치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RHEL 배포 매체
■ PXE(Preboot Execution Environment)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된 RHEL OS(설치 
트리)에서 자동 KickStart 설치

팁 – SIA(Sun Installation Assistant)를 사용하여 Red Hat Enterprise Linux 운영 체제
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SIA는 서버 모듈에 RHEL OS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편리한 프론트 엔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SIA는 운영 체제와 함께 제공되
는 표준 설치 유틸리티 및 절차를 보완할 뿐, 이러한 유틸리티와 절차를 대체하지는 않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n Installation Assistant User’s Guide(Sun Installation Assistant 
사용자 안내서)(820-3357)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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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설치 및 관리 설명서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RHEL OS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RHEL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표 2-1 RHEL 설명서 출처

문서 설명 위치

README 파일 사용자의 RHEL OS 버전에 해당
하는 시스템 요구사항 및 시스템 
구성에 대한 최신 정보 수록.

RHEL CD 1에 포함되어 있으며 
http://www.redhat.com/docs/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Quick 
Installation Guide(Red 
Hat Enterprise Linux 
빠른 설치 안내서)

RHEL 설치 과정에 필요한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지원하는 요약 안내서(하드카피).

RHEL 배포 매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Installation 
Guide(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안내서)

인쇄본 Quick Installation Guide(
요약 설치 안내서)의 전체 버전.

Red Hat Documentation CD(Red 
Hat 설명서 CD)에 포함되어 있으며 
http://www.redhat.com/docs/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Introduction to 
System 
Administration(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 관리 소개)

RHEL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기
초 정보 제공.

http://www.redhat.com/docs/

manuals/enterprise/에서 다운
로드할 수 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System 
Administration 
Guide(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
템 관리 안내서)

RHEL OS 사용자 정의에 대한 
정보.

http://www.redhat.com/docs/

manuals/enterprise/에서 다운
로드할 수 있습니다.

System Administration 
for Diskless Booting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부팅 환경에서 
시스템 관리)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부팅을 
위한 서버 및 Red Hat Linux 구
성에 대해 설명.

http://www.redhat.com/docs/

manuals/enterprise/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 Installation 
Guide for the x86, Itanium™, and 
AMD64 Architectures(x86, Itanium 
및 AMD64 아키텍처용 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안내서) 문서
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Security 
Guide(Red Hat 
Enterprise Linux 
보안 안내서)

RHEL OS의 보안에 관한 안내서. http://www.redhat.com/docs/

manuals/enterprise/에서 다운
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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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L 설치용 작업 맵
표 2-2를 참조하여 수행할 설치 작업과 관련된 이 안내서의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RHEL 운영 체제 설치 준비
로컬 CD/DVD나 네트워크에서 RHEL O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치 
방법 중 하나를 진행하기 전에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수집해야 합
니다. RHEL OS를 설치하기 전에, 이 장에 나와 있는 설치 방법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십
시오.

업데이트된 RHEL 운영 체제 매체 키트 얻기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은 RHEL OS의 최신 버전인 RHEL 4.6 및 RHEL 5.1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버전을 서버 모듈에 설치하려면 http://rhn.redhat.com
에서 RHEL 4.6 또는 RHEL 5.1 업데이트 매체 키트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회사 계정 정보가 있어야 업데이트된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정은 RHEL 업데이트 매체 키트를 구입한 후에 Red Hat 지원 네트워크에 액세스
하기 위해 고객이 만드는 계정입니다.

추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패치
서버 모듈에 RHEL OS를 설치한 후 업데이트나 패치로 OS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의 "RHEL 운영 체제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표 2-2 RHEL 설치용 작업  맵

설치 작업) 관련 절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수집 7페이지의 "RHEL 운영 체제 설치 준비"

로컬 CD/DVD또는 네트워크 연결된 
CD/DVD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배포용 
매체에서 RHEL 설치

8페이지의 "배포용 매체에서 RHEL 운영 체제 
설치"

RHEL OS 파일 및 드라이버 업데이트 19페이지의 "RHEL 운영 체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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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용 매체에서 RHEL 운영 체제 설치
RHEL은 배포용 매체에서 OS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데 텍스트 모드 및 그래픽 인터페
이스를 제공합니다. 부트 프롬프트에서 사용하려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이 절의 후반부에 표시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CD에서 RHEL OS를 설치하는 작업은 다음 절차로 구성됩니다.

1. http://rhn.redhat.com에서 RHEL 업데이트 매체 키트를 다운로드합니다.

7페이지의 "업데이트된 RHEL 운영 체제 매체 키트 얻기"를 참조하십시오.

2. RHEL OS를 설치합니다.

3. RHEL OS를 업데이트합니다.

19페이지의 "RHEL 운영 체제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항목
배포용 매체를 사용하여 설치를 수행하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는 다음 4개의 항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USB 키보드 및 마우스
■ USB CD/DVD 드라이브
■ 모니터

■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의 전면 슬롯에 연결할 다중 포트 동글 케이블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설치 안내서(820-3968)를 참조하십시오.

■ RHEL OS 매체 CD-ROM 세트

▼ 로컬 배포용 매체를 사용한 RHEL 설치
1. 다중 포트 동글 케이블을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전면에 있는 커넥터에 연결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설치 안내서(820-3968)를 참조하십시오.

2. CD/DVD 드라이브의 USB 커넥터를 동글 케이블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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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4. RHEL 배포용 CD-ROM #1을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연결된 CD/DVD 드라
이브에 삽입하고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서버는 CD-ROM에서 부팅되고 boot: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설치 프로세스에서 CD-ROM을 인식하지 못하면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제품 
설명서(820-3972)를 참조하십시오.

5. 부팅 프롬프트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텍스트 모드의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boot: linux text

■ 그래픽 모드의 경우 Enter 키를 누릅니다.

6. 나머지 설치 프로세스는 Red Hat Enterprise Linux Installation Guide(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7. OS 설치가 완료되면 19페이지의 "RHEL 운영 체제 업데이트"로 계속 진행합니다.

8. RHEL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합니다.
18페이지의 "RHEL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RHEL 
OS 설치
이 항목에서는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버에 RHEL OS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ILOM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RHEL 4.6 이상의 O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 – 다음 단계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2.0 User’s Guide(Sun ILOM 2.0 사용자 안내서)(820-1188)를 참조하십시오. 
이 안내서는 ILOM 서비스 프로세서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콘솔을 원격 콘솔로 
리디렉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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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M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RHEL 설치
1. RHEL 설치 CD/DVD 또는 이에 해당하는 ISO 이미지를 찾습니다. 

2. ILOM 서비스 프로세서 웹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3. Remote Control(원격 제어) 탭에서 Mouse Mode Settings(마우스 모드 설정)를 
선택합니다.

4. 필요한 경우 마우스 모드를 Relative(상대) 마우스 모드로 변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n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2.0 User’s Guide(Sun ILOM 2.0 
사용자 안내서)(820-1188)의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 장을 참조하십시오.

5. Redirection(리디렉션) 탭을 선택합니다.

6. Launch Redirection(리디렉션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JavaRConsole 응용 프로그램
을 시작합니다.

7. JavaR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8. Devices(장치) 메뉴에서 Keyboard and Mouse(키보드 및 마우스)를 선택하여 키보
드 및 마우스 리디렉션을 시작합니다.

9. CD/DVD 리디렉션을 시작합니다.
JavaRConsole Devices(JavaRConsole 장치) 메뉴에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CD를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콘솔 CD 드라이브에 물리적 CD-ROM을 설치할 경우 CD-ROM을 드라이
브에 넣은 다음 CD-ROM을 선택합니다.

■ 원격 콘솔에 설치된 ISO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CD-ROM 이미지를 선택하고 해당 
ISO 파일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10. ILOM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서버 전원을 켭니다.

11. 부트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linux text를 입력합니다.

12. 설치 전에 CD 매체를 테스트할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 매체 테스트를 실행
하지 않으려면 Skip(건너뛰기)을 선택합니다.

13. 나머지 설치 프로세스는 Red Hat Enterprise Linux Installation Guide(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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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E를 사용한 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의 온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는 PXE(Preboot 
Execution Environment) 네트워크 부팅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서버 모듈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BIOS 및 시스템 BIOS는 네트워크에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를 자동으로 쿼리합니다. 네트워크의 DHCP 서버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서 PXE 프로토콜과 PXE 이미지 서버를 지원하도록 구성된 경우 서버 모듈의 BIOS를 
사용하여 부팅 가능한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이미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팁 – PXE는 수많은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서 동일한 구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
는 강력하고 편리한 솔루션입니다.

PXE를 사용한 RHEL 설치용 작업 맵
네트워크에 PXE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PX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RHEL을 설치하
려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RHEL의 PXE 설치를 지원하도록 네트워크 사전 
구성

이 절에서는 서버 모듈에 있는 RHEL OS의 PXE 설치를 지원하도록 RHEL OS를 실행
하는 네트워크를 사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래 절차에서는 PXE 서버로 
사용하기 위해 RHEL OS 버전을 실행 중인 부팅 가능한 서버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표 2-3 PXE RHEL 설치용 작업 맵

설치 작업 관련 절

http://rhn.redhat.com에서 RHEL 업데
이트 매체 키트를 다운로드합니다.

7페이지의 "업데이트된 RHEL 운영 체제 매체 
키트 얻기".

Linux 네트워크와 PXE 서버를 설정합니다. 11페이지의 "RHEL의 PXE 설치를 지원하도록 
네트워크 사전 구성".

PXE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17페이지의 "PXE/DHCP 서버 재부팅".

PXE 서버에서 RHEL OS를 설치합니다. 17페이지의 "PXE 서버에서 RHEL 운영 체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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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PXE 설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사전 구성합니다.
■ DHCP 서버 구성

12페이지의 "DHCP 서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Portmap 설치

13페이지의 "DHCP 서버에 Portmap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 TFTP 서비스 구성

14페이지의 "DHCP 서버에 TFTP 서비스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neopxe 부트 서버 데몬 설치 및 구성

14페이지의 "neopxe 부트 서버 데몬 설치 및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NFS 서비스 구성

16페이지의 "DHCP 서버에 NFS 서비스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방화벽 비활성화

16페이지의 "방화벽 비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항목
PXE 설치용으로 네트워크를 사전 구성하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다음 구성 요소가 장착된 RHEL 서버

■ 동글 케이블을 통해 서버 모듈에 연결된 USB CD/DVD 드라이브
■ USB 키보드
■ 모니터

■ RHEL OS CD-ROM 매체 세트
■ 도구 및 드라이버 CD(708-0346)

▼ DHCP 서버 구성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DHCP 서버로 사용할 서버를 구성합니다.

1. 서버의 전원을 켠 다음 슈퍼유저로 로그인합니다.

2. 서버에 DHCP 서버 패키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
합니다.
# rpm -qa | grep dhcp-

3. DHCP 서버 패키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DHCP/PXE 서버에 RHEL OS 매체 
CD-ROM #5를 삽입하고 DHCP 서버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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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DHCP 서버를 설치합니다.
# mount /dev/cdrom /mnt/cdrom

# rpm -Uvh /mnt/cdrom/RedHat/RPMS/dhcp-*.rpm

# umount /mnt/cdrom

5. CD/DVD 드라이브에서 CD-ROM을 꺼냅니다.

6. PXEClient 요청에서만 PXEClient 응답을 수신하도록 DHCP 구성 
파일(예: /etc/dhcpd.conf)을 설정합니다. 
다음 항목을 DHCP 구성 파일에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hcpd.conf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lass "PXE" {match if substring(option vendor-class-
identifier, 0, 9) ="PXEClient"; option vendor-class-
identifier "PXEClient"; vendor-option-space PXE;}

주 – 서버의 /etc 디렉토리에 dhcpd.conf 파일이 없는 경우 /tmp/rhel4-
pxefiles 또는 /tmp/rhel5-pxefiles 디렉토리의 샘플 DHCP 구성 파일에
서 dhcpd.conf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7. DHCP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service dhcpd start

8. DHCP를 항상 시작하도록 서버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chkconfig dhcpd on

▼ DHCP 서버에 Portmap 설치
1. 서버에 portmap 서버 패키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을 입력합

니다.
# rpm -qa | grep portmap

2. portmap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RHEL CD #2를 넣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portmap 서비스를 설치합니다.
# mount /dev/cdrom /mnt/cdrom

# rpm -Uvh /mnt/cdrom/RedHat/RPMS/portmap-*

# umount /mnt/cdrom

3. 서버에서 CD를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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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CP 서버에 TFTP 서비스 구성
1. 서버에 TFTP 서버 패키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rpm -qa | grep tftp-server

2. TFTP 서버 패키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RHEL CD #4를 넣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TFTP 서비스를 설치합니다.
# mount /dev/cdrom /mnt/cdrom

# rpm -Uvh /mnt/cdrom/RedHat/RPMS/tftp-server*

# umount /mnt/cdrom

3. 서버에서 CD를 꺼냅니다. 

4. /etc/xinetd.d/tftp 파일을 편집한 후 저장합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s /tftpboot 항목을 -v -s /home/pxeboot로 변경합니다.
■ disable 속성을 no로 변경합니다.

5. inetd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service xinetd restart

▼ neopxe 부트 서버 데몬 설치 및 구성
DHCP 서버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neopxe 부트 서버 데몬을 설치합니다. 
neopxe 서버는 동일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DHCP 서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 DHCP 서버로 사용되는 시스템에 neopxe 부트 서버 데몬을 설치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cd /tmp/rhel4-pxefiles/neopxe-0.2.0

# ./configure

# make

# make install

2.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usr/local/sbin/neopxe 경로를 rc.local 파일에 추가
합니다. 이때 부등호 2개(>>)를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 echo "/usr/local/sbin/neopxe" >> /etc/rc.d/rc.local

3. /tmp/ 디렉토리에서 PXE Linux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mkdir /home/pxeboot

# cp /tmp/rhel4-pxefiles/pxelinux.0 /home/pxe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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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XE Linux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mkdir /home/pxeboot/pxelinux.cfg/

# touch /home/pxeboot/pxelinux.cfg/default

5. /usr/local/etc/neopxe.conf 구성 파일을 수정합니다. 시스템 시작 시 neopxe
에서 이 파일을 읽습니다.
■ neopxe.conf 파일이 /usr/local/etc 디렉토리에 없는 경우 /tmp/rhel4-

pxefiles/neopxe-0.2.0/ 디렉토리에서 복사합니다.
■ 유효한 구성 파일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행을 포함하는 다음 행 각각에 대한 
항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ip_addr=n.n.n.n

prompt=boot-prompt-string

prompt_timeout=timeout

service=service-number,boot-server,boot-file,label

설명:

■ n.n.n.n은 PXE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 boot-prompt-string은 네트워크 부팅 중에 표시되는 문자열로 부팅 중에 부트 
메뉴로 들어가려면 F8 키를 누릅니다.

■ timeout은 첫 번째 부팅 서비스를 기본 설정하기 전에 프롬프트가 표시되는 
시간(초)입니다.

■ service-number는 부트 서비스를 나타내는 1에서 254 사이의 정수입니다.
■ boot-server는 해당 부팅 서비스 부트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 boot-file은 사용자의 /home/pxeboot 디렉토리에서 읽어 오는 부트 파일의 
이름입니다.

■ label은 F8 키를 눌러 부트 메뉴를 호출했을 때 표시되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ip_addr=192.168.0.1

prompt=Press [F8] for menu.

prompt_timeout=10

service=1,192.168.0.1,pxelinux.0,Linux

service=2,192.169.0.1,nbp.unknown,Solaris

주 – 자세한 내용은 neopxe.conf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neopxe 데몬을 시작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usr/local/sbin/neop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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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CP 서버에 NFS 서비스 구성
1. 서버에 NFS 서비스 패키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rpm -qa | grep nfs-utils

2. NFS 서비스 패키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RHEL CD #2를 넣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NFS 서비스를 설치합니다.
# mount /dev/cdrom /mnt/cdrom

# rpm -Uvh /mnt/cdrom/RedHat/RPMS/nfs-utils-*

# umount /mnt/cdrom

3. 서버에서 CD를 꺼냅니다.

4. 다음 내용이 추가되도록 /etc/exports 파일을 수정한 다음 저장합니다.
/home/pxeboot *(no_root_squash,no_subtree_check,insecure)

5. NFS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service nfs start

6. NFS 서비스를 항상 시작하도록 서버를 구성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chkconfig nfs on

# chkconfig nfslock on

주 – DNS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dhcpd.conf 파일에 있는 PXE 서브넷 dynamic-
bootp 항목에 정의된 주소 범위에 대한 DNS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DNS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dhcpd.conf 파일에 있는 PXE 서브넷 dynamic-bootp 항목의 
호스트 주소 범위를 추가하도록 /etc/hosts 파일을 수정합니다.

▼ 방화벽 비활성화

주의 – 보안 취약성. PXE 서버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방화벽 보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버의 데이터 보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서버가 로컬 인트라넷 
외부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PXE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
한 후에는 방화벽을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PXE 서버로 사용할 시스템에 RHEL OS를 설치할 때 방화벽 보안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PXE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화벽
을 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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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chains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service ipchains stop

2. iptables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service iptables stop

3. 서버를 다시 시작할 때 ipchains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chkconfig ipchains off

4. 서버를 다시 시작할 때 iptables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chkconfig iptables off

주 – 서버에 ipchains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도 있
습니다. 오류 메시지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PXE/DHCP 서버 재부팅
모든 이전 구성 단계를 완료했으면 PXE/DHCP 서버를 재부팅한 다음 다음 절 17페이
지의 "PXE 서버에서 RHEL 운영 체제 설치"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PXE 서버에서 RHEL 운영 체제 설치
이 절차에서는 PXE/DHCP 서버에서 RHEL OS 부팅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요청을 
시작하도록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을 구성하는 방법과 부팅 이미지를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PXE 서버에서 RHEL OS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 Linux 네트워크가 PXE 서버를 지원하도록 구성합니다. 11페이지의 "RHEL의 PXE 
설치를 지원하도록 네트워크 사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PXE/DHCP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17페이지의 "PXE/DHCP 서버 재부팅"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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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XE 서버에서 RHEL 운영 체제 설치
1. PXE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동일 네트워크에 PXE 클라이언트를 연결한 다음 PXE 

클라이언트의 전원을 켭니다.
PXE 클라이언트는 RHEL OS를 설치할 대상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입니다.

2. PXE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 부팅을 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F12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PXE 클라이언트가 PXE 서버에 연결되고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읽어오
려고 시도합니다.

3. 프롬프트 메시지가 표시되면 F8 키를 눌러 PXE 부트 이미지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4. boot: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PXE 서버에 RHEL 이미지 설치 시 이미지에 지정한 레
이블을 입력합니다.
RHEL 설치 이미지가 대상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로 다운로드됩니다.

5. 서버에 RHEL OS를 구성하려면 RHEL OS 매체 키트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6. RHEL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합니다. 
18페이지의 "RHEL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7. RHEL OS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19페이지의 "RHEL 운영 체제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RHEL 드라이버 업데이트
1. Sun Blade X6240용 도구 및 드라이버 CD를 넣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mnt 디렉

토리로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cdrom /mnt

2. igb 및 nvsata 드라이버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cdrom/drivers/linux/red_hat/install.sh

3. 서버 모듈에 LSI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REM이 있고 RHEL 4.6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입력: # cd /mnt/drivers/linux/RAID/LSI/drivers/RHEL4-SLES9

b. linuxmpt_RH4_SLES9_3122700-1.zip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c. 입력: # rpm -ivh nvsata-rhel4.6-3.2-1.24.x86_64.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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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버 모듈에 LSI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REM이 있고 RHEL 5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입력: # cd /mnt/drivers/linux/RAID/LSI/drivers/RHEL5-SLES10

b. linuxmpt_RH5_SLES10_4002100-1.zip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c. 입력: # rpm -ivh nvsata-rhel5u1-3.4-1.24.x86_64.rpm

5. 서버 모듈에 StorageTek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REM이 있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
니다.

a. 입력: # cd /mnt/drivers/linux/RAID/StorageTek/drivers/

b. linux_aac_1152455.zip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c. 입력: # rpm -ivh aacraid-1.1.5-2455.rpm
드라이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6. 서버 모듈을 재부팅하여 변경 사항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reboot

RHEL 운영 체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배포용 매체에 포함된 OS가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RHEL OS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RHEL 설치를 최신 OS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RHEL 5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RHN(Red Hat Network)에 서버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RHEL OS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중 적절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 20페이지의 "RHEL 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20페이지의 "RHEL 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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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EL 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절차에서는 서버 모듈에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1. 서버 모듈에서 up2date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HEL 업데이트 매체 키트에 포함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up2date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available package updates(사용 가능한 패키지 업데이트) 절에서 커널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 RHEL 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버 모듈이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며 Red Hat Network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 yum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yum

이 프로그램은 해당 시스템이 Red Hat Network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경우 yum은 Red Hat Network 리포지터리에서 필요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합니다. 

2.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기 전에 질문에 대답하고 선택을 수행합니다.

yum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을 입력합니다.

# man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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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3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설치

이 장에서는 Sun Blade X6240 서버에 SLES(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운영 
체제(OS)를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절이 포함됩니다.
■ 22페이지의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로컬 또는 원격 CD에서 SLES 10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26페이지의 "SLES 10의 PXE 설치를 지원하도록 네트워크 사전 구성". PXE 설치에 
필요한 사전 구성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 32페이지의 "PXE를 사용하여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네트워크 연결 PXE 서버에 
저장된 PXE 이미지에서 SLES 10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36페이지의 "SLES 10 운영 체제 업데이트". OS를 설치한 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37페이지의 "SLES 드라이버 업데이트". SLES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팁 – SIA(Sun Installation Assistant)를 사용하여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SIA는 서버 모듈에 SLES OS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원
하기 위해 제작된 편리한 프론트 엔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SIA는 SLES과 함께 제공
되는 표준 설치 유틸리티 및 절차를 보완할 뿐, 이러한 유틸리티와 절차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n Installation Assistant Windows and Linux User’s Guide
(Windows 및 Linux용 Sun 설치 보조 사용자 안내서)(820-3357)를 참조하십시오.

서버에 SLES 10을 설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컬 또는 원격 CD의 SLES 10 배포용 매체를 통한 설치(23페이지의 "SLES 10 운
영 체제 설치 준비" 참조)

■ 로컬 네트워크의 PXE 서버에 저장된 PXE(Preboot Execution Environment) 이미지 
또는 네트워크상의 다른 위치에 저장된 이미지를 사용한 네트워크 설치(32페이지의 
"PXE를 사용하여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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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S 10 운영 체제 설치
이 절에서는 SLES 10 OS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 – 지원되는 SLES 최소 버전은 SLES 10 SP2(Service Pack 2)입니다. 

SLES 10 설치 및 구성 설명서
서버에 SLES 10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 SLES 10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 3-1 SLES 10 설명서 출처

문서 설명 위치

README 파일 이 파일에는 사용자의 SLES 10 버
전에 해당하는 시스템 요구사항
과 시스템 구성에 대한 최신 정보
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SLES 10 설치 CD.

릴리스 노트 제품 릴리스 노트. docu 디렉토리의 첫 번째 
SLES 10 설치 CD.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Start-Up 
Guide(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시작 안내서)

이 요약 설명서는 설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startup.pdf 파일과 마찬
가지로 해당 언어 디렉토리의 
docu 디렉토리에 있는 첫 번
째 설치 CD.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Installation and 
Administration 
Guide(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설치 및 관리 안내서)

이 설명서에는 SLES 10 계획, 배
포, 구성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sles-admin.pdf 파일과 마
찬가지로 해당 언어 디렉토리의 
docu 디렉토리에 있는 첫 번째 
설치 CD.

SLES 10 지원 사이트 SUSE에서는 제품 및 지원 웹 사
이트를 통해 SLES OS에 대한 중
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지원 정보는 SLES 10 홈 
페이지
(http://www.novell.com/
products/server/)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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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S 10 설치용 작업 맵
다음 표를 참조하여 이 도움말 시스템에서 수행해야 할 설치 작업과 관련된 절차를 확
인하십시오.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준비
로컬 CD/DVD 드라이브, 원격 CD/DVD 드라이브 또는 네트워크에서 SLES 10 OS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설치 방법 중 하나를 진행하기 전에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서버에 SLES 10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 이름
■ 시스템 레이블의 MAC 주소
■ SLES 10 SP2 CD 세트

배포용 매체에서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SLES 10 OS는 OS를 설치 및 구성하는 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배포용 CD를 사용하여 로컬로 연결된 CD/DVD 드라이브에서 SLES 10 
OS를 설치하든 KVMS를 통해 원격 CD/DVD 드라이브에서 SUSE 10 OS를 설치하든 
설치 절차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표 3-2 SLES 10 설치용 작업 맵

설치 작업 관련 절

로컬 또는 원격 CD/DVD 드라이브에서 SLES 10 
SP2 OS 설치.

23페이지의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준비" 
또는 24페이지의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SLES 10 SP2 OS를 
설치합니다.

• 로컬 또는 원격 CD/DVD 드라이브 또는 PXE 
서버에서 SLES 10 SP2 OS 설치

23페이지의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준비" 
또는 24페이지의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에 저장된 이미지로 
SLES 10 SP2 OS 설치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Installation 
and Administration Guide(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설치 및 관리 안내서)

• PXE 서버에서 SLES 10 SP2 OS 설치 32페이지의 "PXE를 사용하여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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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항목
■ SLES 10 매체 기반 CD 또는 DVD 세트
■ SLES 10 설치 안내서,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Installation and 

Administration Guide(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설치 및 관리 안내서)
(22페이지의 "SLES 10 설치 및 구성 설명서" 참조)

■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는 다음 4개의 항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USB 키보드 및 마우스
■ USB CD/DVD 드라이브
■ 모니터

■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의 전면에 연결하기 위한 다중 포트 동글 케이블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설치 안내서(820-3968)를 참조하십시오.

▼ 배포용 매체에서 SLES 10 설치
1. USB CD/DVD 드라이브를 동글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3. F8을 누르고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CDROM을 선택합니다.

4. SLES 10 CD #1(또는 DVD)을 로컬 CD/DV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5.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Installation and Administration Guide(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설치 및 관리 안내서)에서 제공하는 설치 지침에 따라 시스템 
OS 설치를 완료합니다.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이 항목에서는 ILOM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SLES 10 OS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LES 10 설치
1. SLES 10 OS 설치 CD/DVD 또는 이에 해당하는 ISO 이미지를 찾습니다.

2. ILOM 서비스 프로세서 웹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Sun Integrated Lights-Out Manager 2.0 User’s Guide(Sun ILOM 2.0 사용자 안내서)
(820-1188)에서 Sun ILOM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도움말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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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ILOM에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서버에 설치된 ILOM의 버전에 맞는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3. Remote Control(원격 제어) 탭에서 Mouse Mode Settings(마우스 모드 설정)를 
선택합니다.

4. 필요한 경우 마우스 모드를 Relative(상대) 마우스 모드로 변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n Integrated Lights-Out Manager(ILOM) 2.0 User’s Guide
(Sun ILOM 2.0 사용자 안내서)(820-1188)의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 장을 
참조하십시오.

5. Redirection(리디렉션) 탭을 선택합니다.

6. Launch Redirection(리디렉션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JavaRConsole 응용 프로그
램을 시작합니다.

7. JavaR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8. 키보드 및 마우스 리디렉션을 시작합니다.
Devices(장치) 메뉴에서 키보드 및 마우스를 선택합니다.

9. CD/DVD 리디렉션을 시작합니다.
JavaRConsole Devices(JavaRConsole 장치) 메뉴에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CD를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 Remote Console CD ROM 드라이브에 실제 CD를 설치할 경우 CD를 드라이브에 
넣은 다음 CD-ROM을 선택합니다.

■ 원격 콘솔에 설치된 ISO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CD-ROM 이미지를 선택하고 해당 
ISO 파일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10. ILOM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서버 전원을 켭니다.

11. SLES 10 OS 설치 메뉴가 나타나면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설치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12.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SLES 10 OS 설치를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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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S 10의 PXE 설치를 지원하도록 네트
워크 사전 구성
이 절차에서는 X6240 서버에서 SLES OS의 PXE(Preboot Execution Environment) 
설치를 지원하도록 10 OS를 실행 중인 네트워크를 사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이미 SLSE 10 OS 버전을 실행하는 부팅 가능한 서버가 있다
고 가정합니다.

PXE 설치용으로 네트워크를 사전 구성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26페이지의 "DHCP 서버 구성"
■ 28페이지의 "Portmap 설치"
■ 28페이지의 "TFTP 서비스 구성"
■ 29페이지의 "neopxe 부트 서버 데몬 설치 및 구성"
■ 31페이지의 "NFS 서비스 구성"
■ 32페이지의 "방화벽 비활성화"

필요한 항목
PXE 설치용으로 네트워크를 사전 구성하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다음 구성 요소가 장착된 SLES 10 서버

■ CD/DVD 드라이브
■ USB 키보드
■ 모니터(선택 사항)

■ SLES 10 매체 세트
■ 도구 및 드라이버 CD(708-0346)

DHCP 서버 구성
DHCP 서버로 사용할 서버에서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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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CP 서버 구성
1. 서버의 전원을 켠 다음 슈퍼유저로 로그인합니다.

2. 서버에 DHCP 서버 패키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
합니다.
# rpm -qa | grep dhcp-server

3. DHCP 서버 패키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YaST를 사용하여 해당 패키지를 설치합니
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yast -i dhcp-server

4. PXEClient 요청에서만 PXEClient 응답을 수신하도록 DHCP 구성 
파일(예: /etc/dhcpd.conf)을 설정합니다.
다음 항목을 DHCP 구성 파일에 추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dhcpd.conf 
man 페이지 참조).
class "PXE" {match if substring(option vendor-class-
identifier, 0,9) = "PXEClient"; option vendor-class-
identifier "PXEClient"; vendor-option-space PXE; next-
server n.n.n.n;}

여기서 n.n.n.n은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주 – /tmp/sles9-pxefiles 또는 /tmp/sles10-pxefiles 디렉토리에 있는 샘플 
DHCP 구성 파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DHCP 구성 파일에서 server-identifier 항목을 편집합니다.
server-identifier n.n.n.n

여기서 n.n.n.n은 PXE/DHCP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6. DHCP 구성 파일에서 서브넷 항목 필드를 찾습니다. 
subnet 1.2.3.0 netmask 255.255.255.0 {

range dynamic-bootp 1.2.3.100 1.2.3.200;

option routers 1.2.3.1;

option broadcast-address 1.2.3.225;

}

7. PXE/DHCP 서버의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subnet, range, router 및 
broadcast-address 항목을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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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tc/sysconfig/dhcpd 파일을 수정하고 DHCPD_INTERFACE가 PXE 서버를 
실행하려고 하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인터페이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더넷 인터페이스 0을 사용하는 경우 DHCPD_INTERFACE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DHCPD_INTERFACE="eth0"

9. DHCP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etc/init.d/dhcpd start

10. DHCP를 항상 시작하도록 서버를 구성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chkconfig dhcpd on

Portmap 설치
DHCP 서버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portmap 서버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 Portmap 설치
1. DHCP 서버에 portmap 서버 패키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rpm -qa | grep portmap

2. portmap이 표시되지 않으면 YaST를 사용하여 해당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yast -i portmap

TFTP 서비스 구성
DHCP 서버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TFTP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 TFTP 서비스 구성
1. DHCP 서버에 TFTP 서버 패키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rpm -qa | grep tftp

2. TFTP 서버 패키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YaST를 사용하여 해당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yast -i t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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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tc/xinetd.d/tftp 파일을 편집한 후 저장합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s /tftpboot 항목을 -v -s /home/pxeboot로 변경합니다.
■ disable 속성을 no로 변경합니다.

4. inetd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etc/init.d/xinetd restart

neopxe 부트 서버 데몬 설치 및 구성
DHCP 서버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neopxe 부트 서버 데몬을 구성합니다. neopxe 
서버는 동일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DHCP 서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neopxe 부트 서버 데몬 설치 및 구성
1. 서버에 컴파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YaST를 사용하여 다음 명령으로 gcc를 

설치합니다.
# yast -i gcc

# yast -i make

2. DHCP 서버에 neopxe 부트 서버 데몬을 설치합니다. OS의 버전에 따라 다음 명령
을 입력합니다.
SLES 9:
# cd /tmp/sles9-pxefiles/neopxe-0.2.0

SLES 10:
# cd /tmp/sles10-pxefiles/neopxe-0.2.0

3.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configure

# make

# make install

4.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usr/local/sbin/neopxe 경로를 rc.local 파일에 추가
합니다. 이때 부등호 2개(>>)를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 echo "/usr/local/sbin/neopxe" >> /etc/rc.d/boot.local

5. /tmp/ 디렉토리에서 PXE Linux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mkdir /home/pxe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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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S의 버전에 따라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LES 9:
# cp /tmp/sles9-pxefiles/pxelinux.0 /home/pxeboot

SLES 10:
# cp /tmp/sles10-pxefiles/pxelinux.0 /home/pxeboot

7. PXE Linux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mkdir /home/pxeboot/pxelinux.cfg/

# touch /home/pxeboot/pxelinux.cfg/default

8. /usr/local/etc/neopxe.conf 구성 파일을 수정합니다. 시스템 시작 시 
neopxe에서 이 파일을 읽습니다.
/usr/local/etc/ 디렉토리가 없으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 mkdir /usr/local/etc

neopxe.conf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이 파일을 /tmp/slesX-
pxefiles/neopxe-0.2.0/ 디렉토리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OS 버전(9 또는 10)입니다.
유효한 구성 파일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행을 포함하는 다음 행 각각에 대한 항목
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ip_addr=n.n.n.n
prompt=boot-prompt-string
prompt_timeout=timeout
service=service-number,boot-server,boot-file,label

설명:
■ n.n.n.n은 PXE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 boot-prompt-string은 네트워크 부팅 중에 표시되는 문자열로 부팅 중에 부트 메뉴
로 들어가려면 F8 키를 누릅니다.

■ timeout은 첫 번째 부팅 서비스를 기본 설정하기 전에 프롬프트가 표시되는 
시간(초)입니다.

■ service-number는 부트 서비스를 나타내는 1에서 254 사이의 정수입니다.
■ boot-server는 해당 부팅 서비스 부트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 boot-file은 사용자의 /home/pxeboot 디렉토리에서 읽어 오는 부트 파일의 이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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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은 F8 키를 눌러 부트 메뉴를 호출했을 때 표시되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ip_addr=192.168.0.1

prompt=Press [F8] for menu...

prompt_timeout=10

service=1,192.168.0.1,pxelinux.0,Linux

service=2,192.169.0.1,nbp.unknown,Solaris

주 – 자세한 내용은 neopxe.conf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9. neopxe 데몬을 시작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usr/local/sbin/neopxe

NFS 서비스 구성
DHCP 서버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NFS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 TFTP 서비스 구성
1. 서버에 NFS 서비스 패키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

합니다.
# rpm -qa | grep nfs-utils

2. NFS 서버 패키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YaST를 사용하여 해당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yast -i nfs-utils

3. 다음 내용이 추가되도록 /etc/exports 파일을 수정한 다음 저장합니다.
/home/pxeboot *(sync,no_root_squash,no_subtree_check,insecure)

4. NFS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etc/init.d/nfsserver start

5. NFS 서비스를 항상 시작하도록 서버를 구성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chkconfig nfslock on

# chkconfig nfsserv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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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DNS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dhcpd.conf 파일에 있는 PXE 서브넷 dynamic-
bootp 항목에 정의된 주소 범위에 대한 DNS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DNS 서버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dhcpd.conf 파일에 있는 PXE 서브넷 dynamic-bootp 항목
의 호스트 주소 범위를 추가하도록 /etc/hosts 파일을 수정합니다.

방화벽 비활성화
PXE/DHCP 서버에서 방화벽을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PXE 이미지를 설
치하기 전에 방화벽이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주의 – 네트워크 보안 취약성. PXE 서버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방화벽 보호 기능을 사
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버의 데이터 보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서버가 로컬 인트
라넷 외부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PXE 클라이언트로 다운
로드한 후에는 방화벽을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 방화벽 비활성화
1. YaST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yast

2. Security & Users(보안 및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Firewall(방화벽)을 선택합니다.
■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 방화벽을 비활성화하려면 None(없음)을 선택
합니다.

■ 특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만 방화벽을 활성화하려면 해당 인터페이스를 선택합
니다.

PXE를 사용하여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PXE는 수많은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의 구성이 동일하도록 서버 모듈을 설정하는 
강력하고 편리한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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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는 PXE 네트워크 부팅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서버 모듈의 시스템 BIOS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BIOS는 
네트워크에 DHCP 서버를 자동으로 쿼리합니다. 

SLES 10 설치용 작업 맵
네트워크에서 PXE 설치를 수행하려면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한 항목
PXE 설치 작업에는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PXE 설치를 지원하도록 네트워크를 사전 구성할 때 설정한, CD/DVD 드라이브가 
장착된 DHCP 서버

■ SLES 10 CD 매체 세트
■ 도구 및 드라이버 CD(708-0346)

PXE 서버에 SLES 10 PXE 설치 이미지 구성
이 절차에서는 PXE 서버로도 사용될 DHCP 서버에 PXE 설치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PXE 서버는 PXE 클라이언트에 OS 파일을 제공합니다.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PXE 서버에 SLES 10 이미지를 작성합니다.
■ 34페이지의 "디렉토리에 SLES 10 운영 체제 설정 및 복사"
■ 34페이지의 "SLES 10 PXE 파일 링크 만들기"

표 3-3 PXE를 사용한 SLES 10 설치용 작업 맵 

작업 관련 항목

Linux 네트워크와 PXE 서버 설정 26페이지의 "SLES 10의 PXE 설치를 지원하
도록 네트워크 사전 구성"

PXE 서버에 SLES 10 이미지를 설치합니다. 33페이지의 "PXE 서버에 SLES 10 PXE 설치 
이미지 구성"

PXE 서버의 SLES 10 이미지로(부터) 설치하거
나 부팅하도록 서버 구성

35페이지의 "PXE 서버에서 SLES 10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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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에 SLES 10 운영 체제 설정 및 복사
다음 절차에서는 PXE 설치를 위해 SLES 10 파일이 들어 있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설정
하는 방법과 SLES 10 OS를 디렉토리에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디렉토리에 SLES 10 운영 체제 설정 및 복사

주 – 아래의 /home/pxeboot/sles10/ 디렉토리 대신 다른 디렉토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예로 이 디렉토리를 사용합니다.

1. SLES 10 이미지가 저장될 디렉토리 구조를 설정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mkdir -p /home/pxeboot/sles10/CD1
# mkdir -p /home/pxeboot/sles10/CD2
# mkdir -p /home/pxeboot/sles10/CD3
# mkdir -p /home/pxeboot/sles10/CD4

2. SLES 10 CD #1을 서버에 삽입하고 CD의 내용을 PXE 서버로 복사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mount /dev/cdrom /mnt/cdrom

# cp -r /mnt/cdrom/* /home/pxeboot/sles10/CD1/

# umount /mnt/cdrom

3. 서버에서 SLES 10 CD #1을 꺼냅니다.

4. 위 절차를 반복하여 CD #2, #3 및 #4를 다음에서 제시한 
/home/pxeboot/sles10/의 해당 디렉토리에 복사합니다.
# cp -r /mnt/cdrom/* /home/pxeboot/sles10/CD2/

# cp -r /mnt/cdrom/* /home/pxeboot/sles10/CD3/

# cp -r /mnt/cdrom/* /home/pxeboot/sles10/CD4/

SLES 10 PXE 파일 링크 만들기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PXE 파일의 링크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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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S 10 PXE 파일 링크 만들기
1. /tmp/sles10/ 디렉토리에서 PXE 이미지 루트로 autoinst.xml 파일을 복사합

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cp /tmp/sles10/autoinst.xml /home/pxeboot/sles10/

2. PXE 서버에서 home/pxeboot/pxelinux.cfg/default 파일을 수정하고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주 – append에서 autoinst.xml까지의 텍스트 블록을 줄 바꿈 없이 한 행으로 입력합
니다.

default sles10

label sles10

kernel sles10/CD1/boot/x86_64/loader/linux

append textmode=1 initrd=sles10/CD1/boot/x86_64/loader/initrd
install=nfs://n.n.n.n/home/pxeboot/sles10/CD1
autoyast=nfs://n.n.n.n/home/pxeboot/sles10/autoinst.xml

여기서 n.n.n.n은 PXE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3. 파일을 저장한 다음 종료합니다.

PXE 서버에서 SLES 10 설치
이 절차에서는 PXE/DHCP 서버에서 부팅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요청을 시작하도록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을 구성하는 방법과 SLES 10 부팅 이미지를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 Linux 네트워크가 PXE 서버를 지원하도록 구성합니다. 32페이지의 "PXE를 사용하
여 SLES 10 운영 체제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 Linux PXE 서버에 SLES 10 이미지를 설치합니다. 33페이지의 "PXE 서버에 SLES 10 
PXE 설치 이미지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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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XE 서버에서 SLES 10 설치
1. PXE 서버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PXE 클라이언트를 연결합니다.

PXE 클라이언트는 SLES 10 OS를 설치할 대상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입니다.

2. PXE 클라이언트의 전원을 켜고 F12를 눌러 네트워크 부트를 선택합니다.

3. boot: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PXE 서버에 이미지를 설치할 때 이미지에 지정한 레이
블(이전 예제의 경우 sles10)을 입력합니다.

4. SLES 10 Linux 서버를 구성하려면 SLES 10 CD #1의 설치 및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
십시오.

5. 온라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OS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36페이지의 
"SLES 10 운영 체제 업데이트" 참조).

SLES 10 운영 체제 업데이트
SLES OS 설치 매체에 포함된 SLES OS가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는 PXE 서버 또는 배포용 CD에서 SLES OS를 설치한 후 서버에서 업데이트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합니다.

▼ SLES 운영 체제 업데이트
1. 슈퍼유저로 로그인합니다.

2.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YaST Online Update(YOU)를 실행합니다.
# you

YaST는 텍스트 및 그래픽 모드 전부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이 두 모드
에 적용됩니다.

3. 네트워크 방화벽 뒤에 있고 인터넷 접속을 위해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야 한다면 
우선 정확한 프록시 정보로 YaST를 구성해야 합니다.

a. 왼쪽의 Network Services(네트워크 서비스) 탭과 오른쪽의 Proxy(프록시) 화면
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HTTP 및 HTTPS 필드 모두에 정확한 프록시 URL을 입력
합니다.

주 – 온라인 업데이트 서비스가 네트워크 HTTP 프록시를 통해 제대로 기능하려면 
다음 추가 구성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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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YaST 유틸리티를 종료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rug set-prefs proxy-url Proxy URL

여기서 Proxy URL은 프록시 서버의 정식 URL입니다
(예 : http://proxy.yourdomain:3128/). 

c. 명령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후 YaST를 다시 시작합니다.

4. Novell 고객 센터에 등록합니다.

주 – SLES 10 제품 활성화 코드와 Novell 고객 센터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필요합니다.

a. 왼쪽의 Software(소프트웨어) 탭을 선택합니다.

b. Novell Customer Center Configuration(Novell 고객 센터 구성)을 선택하고 
지침을 따릅니다.

5. 등록하고 나면 Online Update(온라인 업데이트) 탭을 선택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
트를 수행합니다.

SLES 드라이버 업데이트
SLES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LES 10 OS를 설치하고 업데이트한 후 이 절차
를 수행합니다.

▼ SLES 드라이버 업데이트
1. Sun Blade X6240용 도구 및 드라이버 CD를 넣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mnt 디렉

토리로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cdrom /mnt

2. igb 및 nvsata 드라이버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cdrom/drivers/linux/suse/install.sh

3. 서버 모듈에 LSI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REM이 있고 SLES 10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을 수행합니다.

a. 입력: # cd /mnt/drivers/linux/RAID/LSI/drivers/RHEL5-SLES10

b. linuxmpt_RH5_SLES10_4002100-1.zip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c. 입력: # rpm -ivh nvsata-rhel5u1-3.4-1.24.x86_64.rpm
3장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설치 37



4. 서버 모듈에 StorageTek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REM이 있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
니다.

a. 입력: # cd /mnt/drivers/linux/RAID/StorageTek/drivers/

b. linux_aac_1152455.zip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c. 입력: # rpm -ivh aacraid-1.1.5-2455.rpm
드라이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5. 서버 모듈을 재부팅하여 변경 사항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re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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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4

Solaris 10 설치

이 장에서는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Solaris 10 5/08 운영 체제(Solaris 10 OS)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절이 포함됩니다.
■ 39페이지의 "Solaris 10 설치 정보"
■ 43페이지의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준비"
■ 45페이지의 "GRUB 기반 환경에서의 서버 부팅"
■ 45페이지의 "PX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 부팅"
■ 47페이지의 "배포용 매체에서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 48페이지의 "직렬 콘솔을 사용하여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주 – 이 절의 내용은 x86 플랫폼에서의 Solaris 운영 체제 사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경험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것입니다.

Solaris 10 설치 정보
주 – 이 장에서는 네트워크 또는 매체를 통해 Solaris 10 OS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버와 함께 제공되는 사전 설치된 Solaris 10 OS를 구성할 경우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설치 안내서(820-3961)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Solaris OS를 설치할 때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설치하는 동안 다른 Solaris OS 설명서에 나온 절차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추가 설명서의 목록은 41페이지의 "Solaris 10 정보 찾는 방법" 
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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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Solaris OS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절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 40페이지의 "시스템 요구사항"
■ 40페이지의 "소프트웨어 가용성"
■ 41페이지의 "Solaris 10 정보 찾는 방법"
■ 41페이지의 "설치 방법"
■ 43페이지의 "Solaris 10 설치용 작업 맵"

주 – 이 장에서 "x86"이란 용어는 Intel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제품군과 AMD에서 
제조되는 64비트 및 32비트 호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의미합니다. 지원되는 시스템은 
http://www.sun.com/bigadmin/hcl에서 Solaris Hardware Compatibility 
List(Solaris 하드웨어 호환성 목록)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요구사항
표 4-1은 Sun Blade X6240에 Solaris 10을 설치할 경우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소프트웨어 가용성
■ Solaris 10 5/08용 매체는 

http://www.sun.com/servers/blades/downloads.jsp

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주문할 수 있습니다.

표 4-1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설명

하드웨어 요구사항 Solaris OS를 설치하기 전에 서버 하드웨어 및 초기 서비스 프로세서 
구성을 설치해야 합니다.

최소 Solaris OS Solaris 10 5/08 OS.

설치할 메모리 메모리 크기는 4GB에서 64GB 사이여야 합니다. 

디스크 공간 12GB 이상

스왑 영역 기본 크기는 512MB입니다.

x86/x64 프로세서 
요구사항

x86/x64 120 MHz 이상의 프로세서를 권장합니다. 하드웨어 부동 
소수점 지원이 필요합니다.

BIOS 업계 표준 x86/x64 BIOS(FLASH에 상주). BIOS에서 CD 또는 
DVD 매체를 통한 부팅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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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소프트웨어는 도구 및 드라이버 CD를 통해 별도로 제공됩니다. Solaris OS를 
주문해야 하거나 도구 및 드라이버 CD가 없는 경우에는 Sun 서비스 공급업체로 
문의하십시오.

■ Solaris 10 버전 업데이트 및 하드웨어 호환성은 
http://www.sunsolve.sun.com을 참조하십시오.

주 – Solaris 10 OS에는 SPARC 및 x86 플랫폼에 Solaris OS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CD 및 DVD 매체와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의 경우 x86 플랫폼용 매체를 사용하십시오. 

Solaris 10 정보 찾는 방법
Solaris OS 설명서는 http://docs.sun.com/ 웹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 Solaris 10 설치 안내서는 http://docs.sun.com/app/docs/coll/1236.8을 
참조하십시오.

■ Solaris 10 관리 안내서는 http://docs.sun.com/app/docs/coll/47.16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관한 정보는 
http://docs.sun.com/app/docs/doc/820-4041을 참조하십시오.

■ 문제 해결 정보는 http://docs.sun.com/app/docs/doc/820-4040의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주 – Solaris 설치 안내서는 설치 관련 문서의 모음으로 제공됩니다. 위에 나열된 설치 
안내서의 URL은 Solaris 10 5/08에 대한 설치 설명서 모음으로 안내합니다. 다른 버전
의 Solaris(최신 버전이 있는 경우 포함)에 대한 설치 설명서 모음의 목록은 
http://docs.sun.com/app/docs/prod/solaris.10에서 제공됩니다.

Solaris 10 설명서는 Solaris OS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Solaris Documentation 
DVD(Solaris 설명서 DVD)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 방법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은 다음 Solaris OS 설치 방법을 지원합니다.
■ 하드 드라이브에 사전 설치된 Solaris 10 OS 이미지를 통해 부팅합니다.
■ Solaris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VD 또는 CD-ROM 매체를 통해 하나의 서버를 
대화식으로 설치합니다. Solaris Device Configuration Assistant가 포함되어 있는 
Solaris 설치 프로그램은 Solaris 10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laris 설치 프로
그램은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실행되거나 콘솔 세션에서 대화식 텍스트 
설치 프로그램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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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XE(Preboot Execution Environment) 기술과 다음 설치 방법을 사용하여 네트워
크를 통해 서버를 하나 이상 설치합니다.
■ 원격 DVD 또는 CD 이미지를 통한 네트워크상의 Solaris 설치 프로그램
■ JumpStart™ 설치
■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부팅 설치
■ 직렬 콘솔 설치

표 4-2는 이 장에 설명된 설치 방법을 요약하고 설치 지침으로 링크를 제공합니다.

주 – Solaris OS는 WAN(광역 통신망)을 통한 부팅과 같이 설치에 필요한 추가 프로그
램을 제공하지만,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은 이 안내서에 나와 있는 방법만 지원합
니다.

표 4-2 설치 방법

방법 설명 지침

사전 설치된 이미지
에서 부팅합니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하드 드라이브에는 
Solaris 5/08 OS 이미지가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설치 
안내서(820-3968)

DVD 또는 CD-ROM 
매체를 통해 설치합
니다. 

CD 또는 DVD 매체의 Solaris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하나의 서버를 대화식으로 설치합니다. 

47페이지의 "배포용 매체에서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PXE를 사용하여 네트
워크에서 설치합니다.

PXE를 사용하여 원격 DVD 또는 CD 이미지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Solaris OS를 설치하거나 JumpStart 설
치를 통해 여러 대의 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치 프로세
스를 자동화합니다.
PX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부팅하려면 설치 서버
와 DHCP 서버를 설정하고 네트워크에서 부팅하도록 
각 Sun 서버의 BIOS를 구성해야 합니다.

PXE 설치를 지원하도록 설정하려
면 Solaris 10 Installation Guide: 
Network-Based Installations(Solaris 
10 설치 안내서: 네트워크 기반 
설치)에서 "x86: Guidelines for 
Booting with PXE(x86: PXE를 
사용한 부팅 관련 지침)"를 참조
하십시오. 
PXE를 사용한 부팅 방법은 45페이
지의 "PX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 부팅"을 참조하십시오.

직렬 콘솔을 통해 설치
합니다. 

직렬 콘솔을 사용하여 PXE 기반 네트워크 설치에서 
Solaris OS를 설치합니다.

48페이지의 "직렬 콘솔을 사용하여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
는 부팅을 수행합니다.

하드 드라이브 없이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서 
Solaris OS를 부팅합니다. PXE 기반 네트워크 설치에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Solaris10 Installation Guide: 
Network-Based Installations(Solaris 
10 설치 안내서: 네트워크 기반 설
치)의 "x86: Booting and Installing 
Over the Network PXE(x86: 네트
워크 PXE에서 부팅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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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is 10 설치용 작업 맵
표 4-3에서 일련의 작업으로 정의된 설치 프로세스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각 
작업을 정의하고 설명하며 해당 작업의 지침으로 링크를 제공합니다.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준비
Solaris OS를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수행해야 하는 
계획 및 초기 설정 작업의 양은 CD/DVD를 통한 로컬 설치를 준비할지, PXE 기반 
네트워크 설치를 준비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 4-3 Solaris 10 설치용 작업 맵

작업 설명 관련 절

서버를 설정합니다. 서버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서비스 프로
세서를 구성합니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설치 
안내서(820-3968)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제품 설명
서를 검토하십시오.

제품 설명서에는 Solaris OS 소프트웨
어 및 패치에 대한 최신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제품 
설명서(820-3972)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서버가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
는지 확인합니다.

표 4-1

Solaris OS 설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 수집해야 하는 정보 유형은 Solaris OS
를 설치하기 위해 선택한 환경과 방법
에 따라 다릅니다.

39페이지의 "Solaris 10 설치 정보"

Solaris OS 설명서 찾기.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Solaris OS 설명
서에는 설치 시 알아야 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의 "Solaris 10 정보 찾는 
방법"

Solaris OS를 설치합니다. 설치 방법을 선택하고 설치 지침을 찾
습니다.

표 4-2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필요할 경우). 서버에 필요한 Solaris OS 드라이버는 
Solaris OS에 번들로 제공됩니다. 하지
만 도구 및 드라이버 CD에서 추가 소프
트웨어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제품 설
명서(820-3972)

필요한 경우 패치를 설치합니다. 패치는 SunSolve 패치 포털
(http://www.sunsolve.sun.com)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제품 
설명서(82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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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치에 사용할 적합한 매체를 구해야 합니다.

설치 전 준비 사항
Solaris OS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시스템이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40페이지의 "시스템 
요구사항" 참조).

2. Solaris 설치 프로그램 GUI 또는 텍스트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로컬 CD/DVD 드라이브 또는 네트워크 연결, 키보드 및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서버 모듈의 전면에 연결하기 위한 다중 포트 동글 케이블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설치 안내서(820-3968)를 참조하십시오.

3. Solaris OS 설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http://docs.sun.com/app/docs/doc/817-0544에 있는 Solaris 10 

Installation Guide: Basic Installations(Solaris 10 설치 안내서: 기본 설치)의 1장 
"Checklist for Installation(설치 확인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Solaris 10 설치를 위해 http://docs.sun.com/app/docs/doc/819-5775로 
이동하십시오.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시스템의 경우, 설치할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과 시스템에 
사용할 언어 및 로케일을 알아야 합니다.

■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의 경우에는 확인 목록을 사용하여 다음 정보를 수집하십
시오.
■ 설치하려는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 시스템에 사용할 언어 및 로케일
■ 이름 서버의 IP 주소
■ 서브넷 마스크
■ 이름 서비스의 종류(예: DNS, NIS 또는 NIS+)
■ 게이트웨이의 IP 주소

표 4-4 설치 매체

매체 제목

DVD Solaris 10 OS 5/08 DVD

CD-ROM Solaris 10 OS 5/08 소프트웨어 CD
x86 플랫폼용 Solaris 10 5/08 언어 CD
도구 및 드라이버 CD

패치 패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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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이름
■ 이름 서버의 호스트 이름
■ 이름 서버의 IP 주소
■ 루트 암호

4. 네트워크에서 Solaris OS를 설치하려는 경우 Solaris OS를 설치하기 전에 PXE 
기반 네트워크 설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 PXE 기반 네트워크 설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5페이지의 "PXE를 사용
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 부팅"을 참조하십시오.

주 – USB를 통한 원격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laris 10과 함께 제공되는 해당 
플랫폼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USB 기반 설치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PXE를 
사용하십시오.

GRUB 기반 환경에서의 서버 부팅
Solaris 10 1/06(Solaris 10 버전 1/06) 릴리스를 시작으로 x86 기반 시스템은 공개 소스 
GNU GRUB(Grand Unified Bootloader)를 사용합니다. GRUB는 부트 아카이브를 시
스템 메모리에 로드하는 부트 로더입니다. 부트 아카이브에는 시스템 부팅에 필수적인 
커널 모듈과 구성 파일이 있습니다. GRU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rub(5) man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GRUB 기반 환경에서 Solaris 10을 실행 중인 Sun Blade X6250 서버 모듈을 부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docs.sun.com/app/docs/doc/819-2379에
서 Solaris 10 System Administration Guide: Basic Administration(Solaris 10 시스템 관리 
안내서: 기본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PX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 
부팅
http://docs.sun.com/app/docs/doc/820-4040에서 Solaris 10 Installation 
Guide: Networked-Based Installations(Solaris 10 설치 안내서: 네트워크 기반 설치)의 
지침을 참조하여 이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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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은 PXE 네트워크 부팅에 필요한 PXE 사양을 구현합니다. 
PXE 기술은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Solaris OS를 부팅할 수 있는 기능을 서버 모듈에 제공합니다. PXE 기반 네트워크 설치
를 사용하면 원격 CD 또는 DVD 이미지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서버 모듈에 Solaris OS
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JumpStart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설치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고 여러 대의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Solaris O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PXE 네트워크 부팅은 직접 네트워크 부팅입니다. 따라서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부팅 매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PX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부팅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설치 서버를 설정합니다.

2. 설치할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클라이언트를 추가합니다.

3. DHCP 서버를 설정합니다.

▼ PX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서버 부팅
1. http://docs.sun.com/app/docs/doc/817-5504의 Solaris 10 Installation 

Guide: Network-Based Installations(Solaris 10 설치 안내서: 네트워크 기반 설치)에서 
"Guidelines for Booting with PXE(PXE를 사용한 부팅 관련 지침)"에 나오는 작업
을 수행합니다.
PXE 부팅에 필요한 시스템을 이미 설정한 경우에는 작업 맵(표 4-3)을 참조하여 모든 
단계를 수행했는지 확인합니다.

▼ PX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서버를 부팅합니다
1. http://docs.sun.com/app/docs/doc/817-5504의 Solaris 10 Installation 

Guide: Network-Based Installations(Solaris 10 설치 안내서: 네트워크 기반 설치)에 나
오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2.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3. BIOS 화면이 나타나면 F12 키를 눌러 PXE 서버에서 네트워크 부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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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용 매체에서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이 절차를 수행하여 CD/DVD 매체로부터 Solaris OS를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에 설치합니다. 이 절차에는 Solaris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한 대화식 설치가 사용되었
습니다.

Solaris 10 OS 매체의 Solaris 설치 프로그램은 GUI로 실행되거나 콘솔 세션에서 대화
식 텍스트 설치 프로그램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GUI 또는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는 화면을 사용하여 OS 설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주 – Solaris 10 5/08 운영 체제 또는 Windows Server 2003 R2 Enterprise Edition SP2 
운영 체제는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부트 디스크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Solaris 10 5/08 OS가 설치되어 있으면 최신 버전을 설치하지 않는 한 이 절차를 수행하
지 않아도 됩니다. 부트 디스크에 Solaris 5/08 OS를 설치하는 지침은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설치 안내서(820-3968)를 참조하십시오.

▼ 배포용 매체를 통해 Solaris OS 설치

주 –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43페이지의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준비"에 설명된 작업
을 수행합니다.

1. 서버 모듈의 전원을 종료합니다.

2. 다중 포트 동글 케이블을 서버 앞쪽에 있는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3. USB CD/DVD 드라이브를 다중 포트 동글 케이블의 USB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4. 서버 모듈의 전원을 켜고 부팅합니다.
서버 모듈 BIOS에서는 CD/DVD를 통한 부팅을 지원합니다.

5.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Solaris 10 OS CD/DVD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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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tp://docs.sun.com/app/docs/doc/817-0544의 2장에 나오는 
"x86: To Install or Upgrade with the Solaris Installation Program(x86: Solaris 
Installation Program을 사용하여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절차의 단계를 
수행하여 설치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계 4의 절차를 시작합니다. 프롬프트 메시지가 표시되면 구성 관련 질문에 대답하
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화면의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전체 하드 디스크를 포맷하고 자동 레이아웃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며 사전 선택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설치 작업
을 사용자 정의하여 하드 디스크 레이아웃과 Solaris fdisk 파티션을 변경하고 설치
할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직렬 콘솔을 사용하여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Solaris 텍스트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터미널이나 콘솔 창에 정보를 입력하여 
Solaris OS 설치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사용하여 PXE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Solaris 10 O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un Fire X6240 서버의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PXE 네트워크 부팅 프로토
콜을 지원합니다. 서버 모듈의 시스템 BIOS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BIOS는 네트워크
에 DHCP 서버를 자동으로 쿼리합니다. 

직렬 콘솔을 설정하기 전에 PXE 기반 네트워크 설치용으로 다음 시스템을 설정해야 
합니다.
■ PXE 기반 네트워크 설치를 지원하도록 DHCP 서버 구성
■ Solaris 10 OS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PXE 서버 구성

이러한 시스템을 설정하려면 http://docs.sun.com/app/docs/doc/820-4040에
서 Solaris 10 Installation Guide: Network-Based Installations(Solaris 10 설치 안내서: 네트
워크 기반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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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콘솔을 사용하여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주 – 이 절차의 1~3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docs.sun.com/app/docs/doc/820-4040에서 Solaris 10 
Installation Guide: Network-Based Installations(Solaris 10 설치 안내서: 
네트워크 기반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1. 서비스 프로세서의 직렬 포트에 터미널을 연결합니다.
터미널,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PC 또는 터미널 서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9600 보오로 수신하도록 터미널을 설정합니다.

3. x86 설치 클라이언트를 설치 서버에 추가하고 설치 중에 사용할 부팅 장치를 
지정합니다. 
설치 클라이언트를 설정할 때 부팅 장치를 지정하는 경우 설치 중에 Device 
Configuration Assistant에서 이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 예에서는 다음 값이 사용되었습니다.
■ 클라이언트 MAC 주소: 00:07:e9:04:4a:bf
■ 서버 IP 주소(GRUB만 해당됨): 192.168.0.123
■ 클라이언트 매크로 이름(GRUB만 해당됨): 01000039FCF2EF
사용 중인 OS 버전에 따라 아래 예에서 해당하는 명령을 입력합니다.

팁 – 명령의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명령의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Solaris 10 5/08 시스템(GRUB 부팅): 
# cd /export/boot/Solaris_10/Tools

# ./add_install_client -d -e "00:07:e9:04:4a:bf" \

-b "consolatory" i86pc

# datum -A -m 01000039FCF2EF \

-d ":BootSrvA=192.168.0.123:BootFile=01000039FCF2EF:"

# pntadm -f 01 -A $CLIENT_IP -i 01000039FCF2EF \ 

-m 01000039FCF2EF $CLIENT_NET

4. 서비스 프로세서에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5.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직렬 콘솔을 사용합니다.
start /SP/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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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을 부팅합니다.
http://docs.sun.com/app/docs/doc/817-5504에서 Solaris 10 Installation 
Guide: Network-Based Installations(Solaris 10 설치 안내서: 네트워크 기반 설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7.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BIOS 메뉴에서 F12 키를 누릅니다.

8. OS 설치가 끝나면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다음 eeprom 명령을 입력하여 
bootenv.rc를 변경합니다.
eeprom input-console=tt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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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5

VMware ESX Server 3.5 소프트웨어 
설치

이 장에서는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VMware ESX Server 3.5 Update 1을 설치
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절이 포함됩니다.
■ 51페이지의 "시작하기 전에"
■ 53페이지의 "VMware ESX Server 3.5 Update 1 설치 개요"
■ 54페이지의 "VMare ESX Server 3.5 ISO 이미지 다운로드"
■ 55페이지의 "원격 CD 또는 원격 ISO 이미지에서 VMware ESX Server 3.5 설치"
■ 57페이지의 "로컬 CD에서 VMware ESX Server 3.5 Update 1 설치"
■ 59페이지의 "업데이트 및 패치로 VMware Server 3.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절을 검토하십시오.
■ 52페이지의 "VMware ESX Server 3.5 설치 작업 맵"
■ 52페이지의 "VMware 설치 및 관리 설명서"
■ 53페이지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획"
■ 53페이지의 "설치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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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ESX Server 3.5 설치 작업 맵
다음 표에서는 설치 작업 순서와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관련 절을 
보여줍니다.

VMware 설치 및 관리 설명서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VMware ESX Server 3.0.1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http://www.vmware.com/support/pubs/vi_pubs.html에서 설치에 
필요한 다음 문서를 참조하여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Introduction to VMware Infrastructure(VMware Infrastructure 개요)
■ Quick Start Guide(빠른 시작 안내서)
■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설치 및 업그레이드 안내서)
■ Basic System Adminstration(기본 시스템 관리)
■ Virtual Infrastructure Web Access Administrator’s Guide(Virtual Infrastructure 
웹 액세스 관리자 안내서)

■ Server Configuration Guide(서버 구성 안내서) 

표 5-1 VMware ESX Server 3.5 설치 작업 맵

설치 작업 관련 항목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52페이지의 "VMware 설치 및 관리 설명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계획합니다. 53페이지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획"

설치 방법을 선택합니다. 53페이지의 "설치 방법 선택"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54페이지의 "VMare ESX Server 3.5 ISO 이미지 
다운로드".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CD에 복사합
니다.

54페이지의 "VMare ESX Server 3.5 ISO 이미지 
다운로드".

해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확인합니다. 53페이지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획".

VMware ESX Server 3.5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합니다. 

http://www.vmware.com/support/pubs

/vi_pubs.html 참조.

필요한 경우 ESX Server 3.5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59페이지의 "업데이트 및 패치로 VMware Server 
3.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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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획
■ Virtual Infrastructure 3 서비스 콘솔 및 관리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서비스 콘솔은 첫 번째 라이브 연결 인터페이스를 자동으
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스트 관리를 위해 서비스 콘솔에 라이브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케이블 연결,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의 BIOS 고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서비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서비스 콘솔 통신에 기본적으로 vmnic0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설치 방법 선택
서버에 VMware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VMware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ILOM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

(JavaRConsole)을 통해 리디렉션된 원격 ISO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치
■ ILOM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리디렉션된 원격 CD/DVD 드라이브

(VMware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ISO 이미지가 작성된 CD-ROM 포함)에서 설치
■ 로컬 CD/DVD 드라이브(VMware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ISO 이미지가 작성된 

CD-ROM 포함)에서 설치
■ PXE(Preboot Execution Environment)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된 VMware 소프트
웨어(설치 트리)에서 자동 킥스타트 설치 

이 장에서는 처음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PXE 설치 준비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VMware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 for VESX Server 3 and Virtual Center 
2.0(VESX Server 3 및 Virtual Center 2.0용 설치 및 업그레이드 안내서), 6장 "Remote and 
Scripted Installations(원격 및 스크립트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에 액세스하려면 
http://www.vmware.com/pdf/vi3_301_201_installation_guide.pdf로 
이동하십시오.

또한 다음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해당 문서의 제목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vmware.com/support/pubs/vi_pubs.html

VMware ESX Server 3.5 Update 1 설치 
개요
VMware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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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vmware.com/support/pubs/vi_pubs.html에서 제공되는 
VMware ESX Server 3.5 설명서를 검토합니다.
설명서의 목록은 52페이지의 "VMware 설치 및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VMware 서버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54페이지의 "VMare ESX Server 3.5 ISO 이미지 다운로드"를 참조하십시오.

3. 선택한 설치 방법에 따라 아래에서 해당하는 절차를 선택하여 VMware 서버 소프트
웨어를 설치합니다.
■ 원격 설치. 원격 ISO 이미지나 원격 CD/DVD 드라이브(ISO 이미지가 작성된 

CD-ROM 포함)를 통해 설치(55페이지의 "원격 CD 또는 원격 ISO 이미지에서 
VMware ESX Server 3.5 설치" 참조).

■ 로컬 설치.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연결된 로컬 USB CD/DVD 드라이브
(ISO 이미지가 작성된 CD-ROM 포함)를 통해 설치(57페이지의 "로컬 CD에서 
VMware ESX Server 3.5 설치" 참조).

4. 필요한 경우 최신 업데이트 및 패치로 ESX Server 3.5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59페이지의 "업데이트 및 패치로 VMware Server 3.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참조
하십시오.

VMare ESX Server 3.5 ISO 이미지 다운
로드
VMware ESX Server를 설치하는 데 선택한 방법과 상관 없이 소프트웨어 설치 CD의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 VMware ESX Server 3.5 ISO 이미지 다운로드
1. 다음 위치에서 CD 작성 기능이 있는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을 사용하여 ISO 이미지

를 다운로드합니다.
http://www.vmware.com/download/vi/eval.html 

2. 이미지를 CD에 작성합니다(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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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CD 또는 원격 ISO 이미지에서 
VMware ESX Server 3.5 설치
다음 절차에서는 ILOM(Integrated Light Out Manager) 원격 콘솔을 사용하여 원격 
CD/DVD 드라이브나 원격 ISO 이미지에서 VMware ESX Server 3.5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 – 다음 단계를 완료하기 전에 Sun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2.0 User’s 
Guide(Sun ILOM 2.0 사용자 안내서)(820-1188)를 읽으십시오. 이 안내서는 ILOM 
서비스 프로세서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콘솔을 리디렉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 원격 CD 또는 원격 ISO 이미지에서 VMware ESX 
Server 3.5 설치
1. VMware ESX Server 설치 CD/DVD 또는 이에 해당하는 ISO 이미지를 찾습니다. 

2. ILOM 서비스 프로세서 웹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3. Remote Control(원격 제어) 탭에서 Mouse Mode Settings(마우스 모드 설정)를 
선택합니다.

4. Redirection(리디렉션) 탭을 선택합니다.

5. Launch Redirection(리디렉션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JavaRConsole 응용 프로그
램을 시작합니다.

6. JavaR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7. 키보드 및 마우스 리디렉션을 시작합니다.
Devices(장치) 메뉴에서 키보드 및 마우스를 선택합니다.

8. CD/DVD 리디렉션을 시작합니다.
JavaRConsole Devices(JavaRConsole 장치) 메뉴에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CD를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콘솔 CD 드라이브에 물리적 CD-ROM을 설치할 경우 CD-ROM을 드라이브
에 넣은 다음 CD-ROM을 선택합니다.

■ 원격 콘솔에 설치된 ISO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CD-ROM Image(CD-ROM 이미지)
를 선택하고 해당 위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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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사용 중인 USB 장치의 수에 따라 설치 위치나 장치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설치에서 벗어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설치를 계속 진행하
려면 CD-ROM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장치 드라이버를 선택하라는 프롬프트
가 표시되면 Linux USB Driver(Linux USB 드라이버)를 선택합니다.

9. 구체적인 설치 절차는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 for VMware 
Infrastructure(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 for VMware Infrastructure 
설치 및 업그레이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에서 
http://www.vmware.com/support/pubs/vi_pubs.html로 이동합니다.

10.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확인합니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의 서비스 콘솔 창에서 선택 가능한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ESX Server 3.5 Update 1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5-1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5-1 ESX Server 3.5 Update 1 Network Configuration(네트워크 구성)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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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요한 경우 최신 업데이트 및 패치로 ESX Server 3.5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59페이지의 "업데이트 및 패치로 VMware Server 3.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참조
하십시오.

주 – 최상의 성능을 위해 모든 중요 패치 및 보안 패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컬 CD에서 VMware ESX Server 3.5 
Update 1 설치
다음 절차에서는 로컬로 연결된 USB CD/DVD 드라이브에 설치된 CD-ROM을 사용하
여 VMware ESX Server 3.5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필요한 항목
로컬 배포용 매체를 사용하여 설치를 수행하려면 다음 4개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는 다음 항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USB 키보드 및 마우스
■ USB CD/DVD 드라이브
■ 모니터

■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의 전면에 연결하기 위한 다중 포트 동글 케이블
■ VMware ESX Server 3.5 매체 CD-ROM

▼ 로컬 CD에서 VMware ESX Server 3.5 설치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다중 포트 동글 케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1.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의 전면에 다중 포트 동글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다음 장치를 동글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 CD/DVD 드라이브
■ USB 키보드 및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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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JavaRConsole을 통해 액세스하여 KVM(키보드, 비디오 및 마우스)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3. 서버 모듈에 모니터를 연결합니다(Java KVM을 사용할 경우 필요하지 않음).

4. 서버 모듈의 전원을 켭니다.

5. CD/DVD 드라이브에 CD-ROM 매체를 넣습니다. 서버는 CD-ROM에서 부팅되고 
부팅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boot:

6. 그래픽 모드에 액세스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7. 텍스트 모드에서 작업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esx text

8. 구체적인 설치 절차는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 for VMware 
Infrastructure(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 for VMware Infrastructure 
설치 및 업그레이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에서 
http://www.vmware.com/support/pubs/vi_pubs.html로 이동합니다.

9.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확인합니다.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의 서비스 콘솔 창에서 선택 가능한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확인합니다(ESX Server 3.5 Update 1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5-1 참조).

10. VMware 설치를 완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vmware.com/support/pubs/vi_pubs.html
에 있는 Installation and Upgrade Guide for VMware Infrastructure(VMware 
Infrastructure 설치 및 업그레이드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필요한 경우 최신 업데이트 및 패치로 VMware ESX Server 3.5 소프트웨어를 업데
이트합니다.
59페이지의 "업데이트 및 패치로 VMware Server 3.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참조
하십시오.

주 – 모든 중요 패치 및 보안 패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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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및 패치로 VMware Server 3.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배포용 매체에 포함된 
업데이트 및 패치가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VMware ESX Server 3.5 업데이트 이미지는 
http://www.vmware.com/download/vi/vi3_patches.html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 장 VMware ESX Server 3.5 소프트웨어 설치 59



60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운영 체제 설치 안내서 • 2008년 8월



색인
D
DHCP, 28
DHCP 서버 구성, 12

G
GRUB 기반 부팅, 45
GRUB에서 부팅, 45

N
neopxe daemon 구성, 14
NFS 서비스 구성, 16

P
portmap
설치, 13, 28

PXE 설치
Red Hat Enterprise Linux, 11

DHCP 서버 구성, 12
neopxe 데몬 구성, 14
NFS 서비스 구성, 16
portmap 설치, 13
PXE 서버에서 설치, 17
TFTP 서비스 구성, 14
네트워크 사전 구성, 11
방화벽 설정 해제, 16

Red Hat Enterprise Linux 사전 구성, 11
Solaris 10, 46

R
Red Hat Enterprise Linux

PXE 설치
DHCP 서버 구성, 12
neopxe 데몬 구성, 14
NFS 서비스 구성, 16
portmap 설치, 13
PXE 서버에서 설치, 17
TFTP 서비스 구성, 14
네트워크 사전 구성, 11
방화벽 설정 해제, 16

PXE 설치 작업 맵, 11
매체 키트 구입, 7
매체에서 설치, 8
사전 준비 작업, 8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패치, 7

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PXE 설치, 11

RHEL, 19

S
Solaris, 48
Solaris 10 설치

PXE 설치, 46
개요, 39
매체 설치, 47
준비, 43
직렬 콘솔 설치, 48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설치
준비, 23
61



T
TFTP 서비스
구성, 28

TFTP 서비스 구성, 14, 28

V
VMware
로컬 CD에서 설치, 57
원격 콘솔에서 설치, 55

VMware 설치
로컬 CD에서, 57
작업 맵, 52

Y
YaST 유틸리티, 36

ㄹ
로컬 CD 설치

VMware, 57
를, 18, 54, 57

ㅁ
매체 설치

Solaris 10, 47

ㅂ
방화벽, 36
설정 해제, 16

부트, 29
부트 서버 구성, 29
부트 서버 데몬, 29

ㅅ
사전 준비 작업

Red Hat Enterprise Linux 매체 설치, 8
설명서

RHEL, 6
Solaris 10 운영 체제, 41

설치
portmap, 13

설치 작업 맵
Red Hat Enterprise Linux, 7
Red Hat Enterprise Linux PXE 설치, 11
Solaris 10, 43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23
VMware, 52

설치 준비
Solaris 10, 43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23

ㅇ
운영 체제 설치

Red Hat Enterprise Linux, 5
Solaris 10, 39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22
VMware, 55
개요, 1

원격 콘솔 설치
VMware, 55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설치
Red Hat Enterprise Linux, 9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24
VMware, 55

인쇄 표기 규칙, xi

ㅈ
직렬 콘솔 설치

Solaris 10, 48

ㅍ
프록시 서버, 36
62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운영 체제 설치 안내서 • 2008년 8월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 운영 체제 설치 안내서
	목차
	머리말
	개요
	Sun Blade X6240 서버 모듈에 운영 체제 설치 정보
	지원되는 운영 체제
	설치 전 준비 사항
	설치 지침
	설치 옵션
	관련 설명서

	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정보
	Red Hat 설치 및 관리 설명서
	RHEL 설치용 작업 맵

	RHEL 운영 체제 설치 준비
	업데이트된 RHEL 운영 체제 매체 키트 얻기
	추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패치

	배포용 매체에서 RHEL 운영 체제 설치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항목

	로컬 배포용 매체를 사용한 RHEL 설치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RHEL OS 설치
	ILOM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RHEL 설치

	PXE를 사용한 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
	PXE를 사용한 RHEL 설치용 작업 맵
	RHEL의 PXE 설치를 지원하도록 네트워크 사전 구성
	필요한 항목
	DHCP 서버 구성
	DHCP 서버에 Portmap 설치
	DHCP 서버에 TFTP 서비스 구성
	neopxe 부트 서버 데몬 설치 및 구성
	DHCP 서버에 NFS 서비스 구성
	방화벽 비활성화

	PXE/DHCP 서버 재부팅
	PXE 서버에서 RHEL 운영 체제 설치
	시작하기 전에
	PXE 서버에서 RHEL 운영 체제 설치
	RHEL 드라이버 업데이트


	RHEL 운영 체제 업데이트
	RHEL 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RHEL 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0 설치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SLES 10 설치 및 구성 설명서
	SLES 10 설치용 작업 맵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준비
	배포용 매체에서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필요한 항목
	배포용 매체에서 SLES 10 설치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원격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LES 10 설치


	SLES 10의 PXE 설치를 지원하도록 네트 워크 사전 구성
	필요한 항목
	DHCP 서버 구성
	DHCP 서버 구성

	Portmap 설치
	Portmap 설치

	TFTP 서비스 구성
	TFTP 서비스 구성

	neopxe 부트 서버 데몬 설치 및 구성
	neopxe 부트 서버 데몬 설치 및 구성

	NFS 서비스 구성
	TFTP 서비스 구성

	방화벽 비활성화
	방화벽 비활성화


	PXE를 사용하여 SLES 10 운영 체제 설치
	시작하기 전에
	SLES 10 설치용 작업 맵
	필요한 항목

	PXE 서버에 SLES 10 PXE 설치 이미지 구성
	디렉토리에 SLES 10 운영 체제 설정 및 복사
	디렉토리에 SLES 10 운영 체제 설정 및 복사
	SLES 10 PXE 파일 링크 만들기
	SLES 10 PXE 파일 링크 만들기

	PXE 서버에서 SLES 10 설치
	시작하기 전에
	PXE 서버에서 SLES 10 설치


	SLES 10 운영 체제 업데이트
	SLES 운영 체제 업데이트

	SLES 드라이버 업데이트
	SLES 드라이버 업데이트


	Solaris 10 설치
	Solaris 10 설치 정보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가용성
	Solaris 10 정보 찾는 방법
	설치 방법
	Solaris 10 설치용 작업 맵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준비
	설치 전 준비 사항

	GRUB 기반 환경에서의 서버 부팅
	PX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 부팅
	시작하기 전에
	PX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서버 부팅
	PX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서버를 부팅합니다

	배포용 매체에서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배포용 매체를 통해 Solaris OS 설치

	직렬 콘솔을 사용하여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시작하기 전에
	직렬 콘솔을 사용하여 Solaris 운영 체제 설치


	VMware ESX Server 3.5 소프트웨어 설치
	시작하기 전에
	VMware ESX Server 3.5 설치 작업 맵
	VMware 설치 및 관리 설명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획
	설치 방법 선택

	VMware ESX Server 3.5 Update 1 설치 개요
	VMare ESX Server 3.5 ISO 이미지 다운 로드
	VMware ESX Server 3.5 ISO 이미지 다운로드

	원격 CD 또는 원격 ISO 이미지에서 VMware ESX Server 3.5 설치
	원격 CD 또는 원격 ISO 이미지에서 VMware ESX Server 3.5 설치

	로컬 CD에서 VMware ESX Server 3.5 Update 1 설치
	필요한 항목
	로컬 CD에서 VMware ESX Server 3.5 설치

	업데이트 및 패치로 VMware Server 3.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색인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