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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Fire™ 중급 시스템 펌웨어 
5.20.2 릴리스 노트

본 설명서에서는 Sun Fire E6900/E4900/6800/4810/4800/3800 시스템의 펌웨어 릴리
스 5.20.2에 대한 일반 정보 및 시스템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설명서는 추가 
사항이며 이전 버전의 Sun Fire Midrange Systems Firmware 5.20.0 Release Notes(부
품 번호: 819-5087-10)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Sun Fire 중급 및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
용 관련 펌웨어 설명서
5.20.1 펌웨어와 관련된 설명서 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Sun Fire 중급(E6900/E4900/6800/4810/4800/3800) 시스템

■ Sun Fire 중급 시스템 플랫폼 관리 설명서 
(부품 번호 819-5600-10)

■  Sun Fire Midrange System Controller Command Reference Manual 
(부품 번호 819-5089-10)

■  Sun Fire Midrange Systems Firmware 5.20.0 Release Notes 
(부품 번호: 819-5087-10)

■ Sun Fire Midrange Systems Firmware 5.20.1 Release Notes
(부품 번호: 819-6577-10)

■ Install.info - 펌웨어에 포함된 텍스트 파일로, Sun Fire 중급 시스템의 펌웨
어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엔트리 레벨 중급(E2900/V1280/Netra 1280/Netra 1290) 시스템의 펌웨어 업그
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은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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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E2900/V1280/Netra 1280/Netra 1290) 시스템

■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 관리 설명서
(부품 번호: 819-5595-10)

■ Sun Fire Entry-Level Midrange System Controller Command Reference Manual
(부품 번호: 819-5085-10)

■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 펌웨어 5.20.0 릴리스 노트
(부품 번호: 819-5585-10)

■ Sun Fire 엔트리 레벨 중급 시스템 펌웨어 5.20.1 릴리스 노트
(부품 번호: 819-7161-10)

5.20.2에서 추가된 명령
다음 SC 명령이 5.20.2에서 추가되었습니다.

■ showchs -b - 고장난 구성 요소를 나타내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showchs -b 명령이 추가됨
showchs -b 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코드 예 1 showchs -b 명령 

4810-sc0:SC> showchs -b
Component           Status  
---------------     -------- 
/N0/SB2/P1/B0/D0    Suspect  
/N0/SB2/P1/B0/D1    Suspect  
/N0/SB2/P1/B0/D2    Suspect  
/N0/SB2/P1/B0/D3    Suspect  
/N0/SB2/P1/B0/D3/L0 Suspect  
4810-sc0: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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