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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Netra 210 서버 시스템 관리 설명서는 Netra™ 210 서버의 관리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기술 지원 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허가된 서비스 공급자
(ASP) 및 시스템 관리 경험이 있는 사용자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구성 방법
1 장에서는 Netra 210 서버의 초기 구성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2 장에서는 ALOM을 사용하여 Netra 210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3 장에서는 기본 문제 해결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장에서는 고급 문제 해결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록 A에서는 알람 릴레이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UNIX 명령어 사용
이 설명서에는 시스템 종료, 시스템 부팅 및 장치 구성과 같은 기본 UNIX® 명령어 및 
절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 Solaris™ 운영 체제 설명서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docs.sun.com
xiii



쉘 프롬프트

표기 규약

쉘 프롬프트

C 쉘 machine-name%

C 쉘 수퍼유저 machine-name#

Bourne 쉘 및 Korn 쉘 $

Bourne 쉘 및 Korn 쉘 수퍼유저 #

서체 또는 기호*

* 사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설정과 이 설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미 예

AaBbCc123 명령어 및 파일, 디렉토리 이름; 컴
퓨터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입니다.

.login 파일을 편집하십시오.
모든 파일 목록을 보려면 ls -a 명령어를 
사용하십시오.
% You have mail.

AaBbCc123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으로 컴퓨
터 화면의 출력 내용과 반대입니다.

% su

Password:

AaBbCc123 새로 나오는 용어, 강조 표시할 용
어입니다.
명령줄 변수를 실제 이름이나 가치
값으로 바꾸십시오.

이는 class 옵션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퍼유
저여야 합니다.
파일 삭제 명령어는 rm filename입니다.

AaBbCc123 책 제목, 장, 절 Solaris 사용자 설명서 6장 데이터 관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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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다음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sun.com/products-n-solutions/hardware/docs/

설명서, 지원 및 교육

타사 웹사이트
Sun은 본 설명서에서 언급된 타사 웹 사이트의 가용성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또한 해당 사이트나 리소스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 광고, 제품 및 기타 자료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사 웹 사이트의 
내용, 제품 또는 리소스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또는 주장된 손상이나 피해에 대
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용 제목 부품 번호 형식 위치

설정 Netra 210 Server Setting Up 819-2752 인쇄 운반 키트

관리 Netra 210 서버 시스템 관리 설명서 819-5928 PDF 온라인

서비스 Netra 210 S 서버 서비스 매뉴얼 819-5937 PDF 온라인

제품 노트 Netra 210 Server Product Notes 819-2751 PDF 온라인

호환 Netra 210 Server Safety and Compliance 
Guide

819-3206 PDF 온라인

Sun의 기능 URL

설명서 http://www.sun.com/documentation/

지원 http://www.sun.com/support/

교육 http://www.sun.com/training/
머리말 xv



Sun은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Sun은 설명서의 내용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환영합
니다. 다음 사이트에 여러분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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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설명서의 제목과 부품 번호를 함께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Netra 210 서버 시스템 관리 설명서, 부품 번호 819-5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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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소프트웨어 구성

이 장은 Netra 210 서버의 초기 구성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페이지의 "소프트웨어 구성 워크시트"
■ 4페이지의 "초기 구성"
■ 6페이지의 "소프트웨어 추가 정보"

소프트웨어 구성 워크시트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Netra 210 서버의 소프트웨어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
니다. 워크시트에서 요청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시스템에 
해당하는 정보만 수집하십시오.

표 1-1 Netra 210 서버 소프트웨어 구성 워크시트

설치에 필요한 정보 설명/예 답변

네트워크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아니오

DHCP 시스템이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DHCP)을 사용하여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예/아니오

호스트 이름 시스템을 위해 선택할 호스트 이름.

IP 주소 DHC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129.200.9.1

서브넷 DHC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이 서브넷의 일부입니까?
'예'로 답변한 경우, 서브넷의 넷마스크는 무엇입니까?
예: 255.255.0.0

예/아니오

IPv6 이 시스템에서 IPv6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아니오
1



커버로스 이 시스템에서 커버로스 보안을 구성하시겠습니까?
'예'로 답변한 경우,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기본 영역:
관리 서버:

첫번째 커버로스 키 배포 센터(KDC):
(선택 사항) 추가 KDC:

예/아니오

이름 서비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할 이름 서비스는 무엇입니가? NIS+/NIS/DNS/LDAP/
없음

도메인 이름 시스템이 이름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시스템이 설치된 도메
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NIS+ 및 NIS 이름 서버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설치 프로그램이 자
동으로 찾도록 하시겠습니까?
이름 서버를 지정하려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버의 호스트 이름:
서버의 IP 주소:

지정/찾기

DNS DN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IP 주소를 하나 이상 입력
해야 하며, 최대 3개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IP 주소:
DNS 쿼리를 수행할 때 검색할 도메인 목록을 입력할 수 있습
니다.

검색 도메인:
검색 도메인:
검색 도메인:

LDAP LDAP 프로파일에 대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프로파일 이름:
프로파일 서버:

IP 주소:

기본 라우터 기본 IP 라우터(게이트웨이)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Solaris Web Start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찾도록 하시겠습
니까?
기본 라우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라우터의 IP 주소:

지정/찾기

시간대 기본 시간대를 어떻게 지정하시겠습니까? 지리적 영역

GMT에서의 오프셋

시간대 파일

로케일 어느 지리적 영역에 대한 지원을 설치하시겠습니까?

전원 관리 전원 관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아니오

표 1-1 Netra 210 서버 소프트웨어 구성 워크시트 (계속)

설치에 필요한 정보 설명/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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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서버 구성

(Solaris Web Start 
프로그램에서만 사
용 가능)

인터넷을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프록시 서버를 사
용해야 합니까?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호스트:
포트:

직접 연결/프록시 서버

자동 재부트 또는 
CD/DVD 꺼내기

소프트웨어 설치가 마치면 자동으로 재부팅하시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설치가 마치면 자동으로 CD/DVD를 꺼내시겠습
니까?

예/아니오

예/아니오

소프트웨어 그룹 설치할 Solaris 그룹은 무엇입니까? 전체 + OEM
전체

개발자용

최종 사용자용

코어

사용자 정의 패키지 
선택

설치하는 Solaris 소프트웨어 그룹에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추
가하거나 제거하시겠습니까?
주 - 추가하거나 제거할 패키지를 선택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의존성 및 Solaris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성 방식을 먼저 숙지
하십시오.

64비트 64비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설치하시겠습니까? 예/아니오

디스크 선택 Solaris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디스크는 무엇입니까?
예: c0t0d0

데이터 보존 Solaris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보존하
시겠습니까?

예/아니오

자동 레이아웃 파일 
시스템

설치 프로그램이 디스크의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레이아웃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예'로 답변한 경우, 자동 레이아웃에 사용할 파일 시스템은 무
엇입니까?
예:/,/opt,/var
'아니오'로 답변한 경우, 파일 시스템 구성 정보를 입력해야 합
니다.

예/아니오

원격 파일 시스템 마
운트

(Solaris SunInstall™ 
프로그램에서만 사
용 가능)

이 시스템이 다른 파일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해야 합
니까?
'예'로 답변한 경우, 원격 파일 시스템에 대해 다음 정보를 입
력합니다.

서버:
IP 주소:

원격 파일 시스템:
로케일 마운트 지점:

예/아니오

표 1-1 Netra 210 서버 소프트웨어 구성 워크시트 (계속)

설치에 필요한 정보 설명/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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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구성
설치 프로세스의 일부로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도록 하려면 Netra 210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 초기 구성 수행 방법

1. 전원 케이블을 서버에 연결하되, 아직 전원은 켜지 않습니다.

2. 직렬 장치를 사용하여 후면 패널에서 직렬 포트에 연결합니다. 

그림 1-1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1 직렬 포트 위치

3. 직렬 장치 통신 매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 9600 변조 속도
■ 8 데이터 비트
■ 패리티 없음 
■ 1 정지 비트
■ 전이중
■ 쌍방향 프로토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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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젤을 내립니다.

그림 1-2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1-2 베젤 내리기

5. 로터리 스위치를 (|) 위치로 돌립니다.

그림 1-3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3 로터리 스위치

6.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 1-3을 참조하십시오.

서버에서 Solaris 운영 체제가 부트되고 소프트웨어 구성 워크시트에 제공된 정보가 대
화식으로 요청됩니다.

ON/STANDBY
ON/STANDBY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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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서버에 등록된 서버 상세 정보 구성 방법

주 – 이 항목의 지침은 네트워크에 이름 서버가 설치된 경우에만 수행하십시오. 이름 
서버를 사용하여 Solaris 운영 체제를 여러 서버에 자동으로 구성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
은 Solaris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Solaris Advanced Installation Guide를 참조하
십시오. 

부팅 중에 특정 정보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서
버가 구성됩니다.

1. 서버와의 통신에 사용할 터미널 유형을 지정합니다.

2. IPv6의 사용 여부를 지정한 다음 화면의 지침을 수행합니다.

3. 커버로스 보안 기능의 사용 여부를 지정한 다음 화면의 지침을 수행합니다.

4. 암호 입력을 요청하면 수퍼유저로 로그인하고 있는 사용자의 암호(있는 경우)를 입력합
니다.

소프트웨어 추가 정보
Netra 210 서버는 Solaris 10 운영 체제 클러스터가 설치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이 소프
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로 이동하십시오.
http://www.sun.com/software/pre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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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Advanced Lights Out Manager

이 장은 Advanced Lights Out Manager (ALOM)를 사용하여 서버를 원격으로 관리하
는 방법을 설명하며,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7페이지의 "ALOM 소개"
■ 10페이지의 "ALOM 쉘 명령"
■ 14페이지의 "기본 ALOM 작업"

ALO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Advanced Lights Out Manager Software User's 
Guide (817-5481-11)를 참조하십시오.

ALOM 소개

ALOM의 기능

ALOM은 사용자의 서버에 사전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제어기로서, 시스템에 설치하여 
전원을 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통해 특정 설치 시 작동하도
록 ALOM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Netra 210 서버의 전용 직렬 관리 포
트를 사용하여 단말기 서버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를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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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M 감시 대상

표 2-1은 Netra 210 서버에서 ALOM이 감시할 수 있는 일부 구성 요소를 나열합니다.

주 – DC로 전원이 공급되는 Netra 210 서버 버전에 한 개의 DC 커넥터만 전원을 공급
하는 경우 중복 전원 소스가 적합한 반면, ALOM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SC Alert: env_log_event unsupported event

ALOM 사용

ALOM 소프트웨어는 미리 만들어져 제공되며 여러 명의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기 권한이 필요한 명령은 한 번에 한 명의 사용자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
지 사용자는 읽기 전용 명령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ALOM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telnet 명령을 사용하여 NET MGT 포트에 연결된 이더넷 연결로 ALOM에 연결합
니다. 

■ ASCII 단말기나 단말기 서버의 포트와 같은 직렬 장치는 SERIAL MGT 포트에 연결
합니다. 

표 2-1 ALOM 감시 대상

감시되는 구성 요소 제공되는 정보

디스크 드라이브 각 슬롯에 드라이브가 있는지 그리고 드라이브가 정상 상태를 보고하
는지 여부

팬 팬 속도 및 팬이 정상 상태를 보고하는지 여부

CPU 온도 CPU 설치 여부, CPU에서 측정한 온도 및 온도와 관련된 모든 경고 또
는 고장 상태

시스템 본체 온도 시스템 주변 온도 및 본체의 온도와 관련된 모든 경고 또는 고장 상태

퓨즈 퓨즈가 끊어졌는지 여부 

서버 전면 패널 시스템 로터리 스위치의 위치 및 LED 상태

전압 전압이 운영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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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암호 설정 방법

서버에 처음으로 전원을 공급하면 ALOM이 전체(cuar) 권한이 있는 admin이라는 사
전 구성된 기본 계정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시스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시스템 콘솔에 
출력을 표시합니다. 보안을 위해 관리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1. 물리적으로 ALOM 직렬 관리 포트에 연결하여 연결을 설정합니다.

통신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9600 변조
■ 8 데이터 비트
■ 패리티 없음 
■ 1 정지 비트
■ 전이중
■ 쌍방향 프로토콜 없음

2. ALOM 프롬프트에 로그인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즉,

a.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3 키를 누릅니다. 

b. 마침표 키를 누릅니다. 

c. Enter 키를 누릅니다.

sc> 프롬프트(ALOM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3. password 명령을 입력합니다.

4. 암호를 입력한 다음 다시 입력합니다.

암호가 작성되며 이 암호는 나중에 ALOM을 연결하는 데 필요합니다.

ALOM 로그인 시간이 초과되면 시스템 콘솔로 전환되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SC>

sc> password

Enter #. to return to 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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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M 쉘 명령
다음 표에는 일반적인 ALOM 쉘 명령을 나열하고 이러한 명령의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
합니다.

■ 10페이지의 "구성 명령"
■ 11페이지의 "FRU 명령"
■ 12페이지의 "로그 명령"
■ 12페이지의 "상태 및 제어 명령"
■ 13페이지의 "기타 명령"

scadm 명령을 사용하여 Solaris 명령줄 인터페이스에서 대부분의 ALOM 쉘 명령을 실
행할 수 있습니다. 예제:

# scadm loghistory

자세한 내용은 scadm 설명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구성 명령

ALOM 구성 명령은 다양한 측면의 시스템 구성을 설정하거나 표시합니다.

표 2-2 ALOM 구성 명령

명령 요약 예제

password 현재 사용자의 로그인 암호를 변경합니다. sc> password

setdate 
mmddHHMMyyyy

관리하는 운영 체제가 실행 중이 아닐 때 날짜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sc> setdate 091321451999 
MON SEP 13 21:45:00 1999 UTC 

setdefaults [-y] [-a] 모든 ALOM 구성 매개 변수를 기본값으로 재설
정합니다. -y 옵션을 사용하면 확인 질문을 건너
뛸 수 있습니다. -a 옵션은 사용자 정보를 출고 
시 기본값(관리 계정만)으로 재설정합니다. 

sc> setdefaults -a

setsc parameter value 지정된 ALOM parameter를 할당된 value로 설정
합니다. 

sc> setsc netsc_ipaddr 1.2.3.4

setupsc 대화식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이 스크립
트는 ALOM 구성 변수를 구성합니다. 

sc> setupsc

showdate ALOM 설정 날짜를 표시합니다. Solaris OS 및 
ALOM 시간이 동기화되지만 ALOM 시간은 현지 
시간이 아닌 UTC (국제 표준시)로 표시됩니다. 

sc> showdate
MON SEP 13 21:45:00 1999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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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 명령

ALOM FRU 명령은 설치된 FRU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showplatform [-v] 호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정보와 하드웨
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v 옵션은 표시된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
를 표시합니다. 

sc> showplatform

showsc [-v] parameter 현재 NVRAM (non-volatile random access 
memory) 구성 parameters의 값을 표시합니다. 
전체 버전 정보를 표시하려면 -v 옵션을 사용해
야 합니다. 

sc> showsc sys_autorestart
xir

showusers [-g lines] ALOM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목록을 표시
합니다. 이 명령을 입력하면 UNIX 명령 who를 
입력했을 때와 유사한 형식의 내용이 화면에 표
시됩니다. -g 옵션을 추가하면 lines에 지정한 행 
수만큼 표시된 후 화면이 잠시 정지됩니다. 

sc> showusers -g 10

useradd username ALOM에 사용자 계정을 추가합니다. sc> useradd newuser

userdel [-y] username ALOM에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합니다. -y 옵션
을 사용하면 확인 질문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sc> userdel newuser

userpassword username 사용자 암호를 설정 또는 변경합니다. sc> userpassword newuser

userperm username 
[c][u][a][r]

사용자 계정의 권한 수준을 설정합니다. sc> userperm newuser cr

usershow [username] 모든 사용자 계정, 권한 수준 및 암호 할당 여부
를 보여주는 목록을 표시합니다. 

sc> usershow newuser

표 2-3 ALOM FRU 명령

명령 요약 예제

showfru 호스트 서버에 있는 FRU (현장 교체 가능 장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sc> showfru

표 2-2 ALOM 구성 명령 (계속)

명령 요약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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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명령

ALOM 로그 명령은 콘솔 출력 및 ALOM 이벤트 버퍼를 표시합니다.

상태 및 제어 명령

ALOM 상태 및 제어 명령을 사용하여 서버의 일반적인 수동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표 2-4 ALOM 로그 명령

명령 요약 예제

consolehistory [-b 
lines|-e lines] [-g lines] 
[-v] [boot|run]

호스트 서버 콘솔의 출력 버퍼를 표시합니다. -v 
옵션은 지정된 로그의 전체 내용을 표시합니다. 

sc> consolehistory boot -b 10

showlogs [-b lines|-e 
lines] [-g lines] [-v]

ALOM 이벤트 버퍼에 로그된 모든 이벤트의 
내역을 표시합니다. 

sc> showlogs -b 100

표 2-5 ALOM 상태 및 제어 명령

명령 요약 예제

bootmode [skip_diag | 
diag | reset_nvram | 
normal | bootscript=
"string"] 

OpenBoot PROM 펌웨어를 통해 호스트 서버 
부트 방법을 제어합니다. 

sc> bootmode reset_nvram 
sc> reset 

break [-y] [-c] 호스트 서버를 시스템에서 OpenBoot PROM 
또는 kadb로 전환합니다. 

sc> break

console [-f] 호스트 시스템 콘솔에 연결합니다. -f 옵션은 
한 사용자의 콘솔 쓰기 잠금을 다른 사용자에게 
강제 전환합니다. 

sc> console

flashupdate [-s IPaddr -f 
pathname] [-v]

ALOM 펌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명령은 
main 및 bootmon 펌웨어 이미지를 ALOM에 
다운로드합니다. 

sc> flashupdate -s 1.2.3.4 -f 
/usr/platform/SUNW,Netra210/li
b/images/alommainfw 

poweroff [-y] [-f] 호스트 서버에서 주 전원을 제거합니다. -y 옵
션을 사용하면 확인 질문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f 옵션은 종료를 즉시 강제 실행합니다. 

sc> poweroff

poweron [-c] [FRU] 주 전원을 호스트 서버 또는 특정 FRU에 공급
합니다. 

sc> poweron HDD1

reset [-y] [-x] [-c] 호스트 서버에서 하드웨어 재설정을 생성합니
다. -x 옵션은 XIR (외부 실행 재설정)을 생성하
며, -y 옵션을 사용하면 확인 질문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sc> reset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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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명령

표 2-6은 기타 ALOM 명령을 나열합니다.

setalarm critical| 
major|minor|user on|off

경보 및 관련 LED를 켜고 끕니다. sc> setalarm critical on

setlocator on|off 서버의 로케이터 LED를 켜고 끕니다. 로케이터 
LED가 있는 호스트 서버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sc> setlocator on

showenvironment 호스트 서버의 환경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 정
보에는 시스템 온도, 전원 공급 장치 상태, 전면 
패널 LED 상태, 하드 드라이브 상태, 팬 상태, 
전압 및 전류 센서 상태, 로터리 스위치 위치 등
이 포함됩니다. 

sc> showenvironment

showlocator 로케이터 LED의 현재 상태를 켜짐 또는 꺼짐으
로 표시합니다. 로케이터 LED가 있는 호스트 
서버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c> showlocator 
Locator LED is ON 

shownetwork [-v] 현재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표시합니다. -v 옵
션은 DHCP 서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네트
워크에 대한 추가 정보를 표시합니다. 

sc> shownetwork

표 2-6 기타 ALOM 명령

명령 요약 예제

help 해당 구문 및 명령 작동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모든 ALOM 명령 또는 특정 명령의 목록을 표
시합니다. 

sc> help poweron

logout ALOM 쉘 세션에서 로그아웃합니다. sc> logout

resetsc [-y] ALOM을 재부트합니다. -y 옵션을 사용하면 확인 
질문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sc> resetsc

표 2-5 ALOM 상태 및 제어 명령 (계속)

명령 요약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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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ALOM 작업
ALOM에 admin으로 로그인하여 admin 암호를 지정하면 몇 가지 공통 관리 작업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 14페이지의 "ALOM 재설정 방법"
■ 14페이지의 "시스템 콘솔과 ALOM 간 전환 방법"
■ 14페이지의 "로케이터 LED 제어 방법" 
■ 15페이지의 "호스트 서버 재설정 방법"
■ 15페이지의 "서버의 환경 정보 표시 방법"
■ 15페이지의 "이더넷(NET MGT) 포트 사용을 위한 ALOM 재구성 방법"
■ 16페이지의 "ALOM 사용자 계정 추가 방법"
■ 17페이지의 "ALOM 사용자 계정 제거 방법"
■ 17페이지의 "ALOM 로그인 방법"
■ 17페이지의 "ALOM 암호 변경 방법"
■ 18페이지의 "전자 메일 경고 설정 방법"
■ 18페이지의 "ALOM 구성 백업 방법"
■ 19페이지의 "ALOM 버전 표시 방법"

▼ ALOM 재설정 방법

ALOM을 재설정하면 ALOM 소프트웨어가 재부트됩니다. ALOM의 설정을 변경했거
나 ALOM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ALOM을 재설정합니다. 

● sc> 프롬프트에서 resetsc를 입력합니다. 

▼ 시스템 콘솔과 ALOM 간 전환 방법 
● 콘솔에서 ALOM sc> 프롬프트로 전환하려면 #.(우물정자 기호-마침표)을 입력합니다. 

● sc> 프롬프트에서 콘솔로 전환하려면 console을 입력합니다. 

▼ 로케이터 LED 제어 방법

● LED를 on 및 off로 설정하려면 setlocator 명령을 사용합니다. 

● LED 상태를 확인하려면 showlocator 명령을 사용합니다. 

수퍼유저로도 LED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에 대해서는 표 3-2를 참조하십시오.
14 Netra 210 서버 시스템 관리 설명서 • 2006년 3월



▼ 호스트 서버 재설정 방법

1. poweroff 명령을 입력합니다.

2. 다음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3. poweron 명령을 입력합니다.

▼ 서버의 환경 정보 표시 방법

ALOM은 시스템 온도, 하드 드라이브 상태, 전원 공급 장치 및 팬 상태, 전면 패널 LED 
상태, 로터리 스위치 위치, 전압 및 전류 센서, 알람 상태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환경 정보를 보려면 showenvironment 명령을 사용합니다.

▼ 이더넷(NET MGT) 포트 사용을 위한 ALOM 재구
성 방법 
기본적으로 ALOM은 직렬 관리 포트(SERIAL MGT)를 사용하여 직렬 장치와 통신합니
다. 원하는 경우, 이더넷 네트워크 관리(NET MGT) 포트를 사용하도록 ALOM을 재구
성한 후 telnet 명령을 통해 ALOM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 – ALOM은 10Mbit 네트워크만 지원합니다. 

NET MGT 포트를 사용하여 통신하도록 ALOM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려면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 변수에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setupsc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이 작업에 도움
이 됩니다.

1. setupsc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설정 스크립트가 시작됩니다. 스크립트의 질문에 답합니다. 스크립트가 다음과 같이 묻
습니다.

SC Alert: Host system has shut down. 

sc> setupsc 

Do you wish to configure the enabled interfaces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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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를 입력합니다.

스크립트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3. true를 입력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if_network 변수에 값이 설정됩니다.

4. 스크립트의 다음 변수에 대해 값을 입력합니다.

■ if_modem (false 지정)
■ netsc_dhcp (true 또는 false)
■ netsc_ipaddr (IP 주소)
■ netsc_ipnetmask (넷마스크)
■ netsc_ipgateway (IP 주소)
■ netsc_tpelinktest (true 또는 false)

5.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변수 설정을 완료한 후, Ctrl-Z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setupsc 스크립트를 종료합니다.

6. ALOM을 재설정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ALOM 사용자 계정 추가 방법 
ALOM에는 최대 15개의 고유 사용자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ALOM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2. 이 계정에 암호를 할당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Should the SC network interface be enabled? 

sc> resetsc

sc> useradd username

sc> userpassword username 
New password: 
Re-enter new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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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계정에 권한을 할당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cuar은 cuar 권한을 나타냅니다.

4. 계정과 해당 권한을 확인하려면 usershow 명령을 사용합니다.

▼ ALOM 사용자 계정 제거 방법 
● ALOM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주 – ALOM에서는 기본 admin 계정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ALOM 로그인 방법

1. ALOM과의 연결을 설정합니다.

2. 연결이 설정되면 #.(우물정자 기호-마침표)을 입력하여 시스템 콘솔에서 나옵니다. 

3. ALOM 로그인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 ALOM 암호 변경 방법 
● 암호를 변경하려면 password 명령을 사용합니다.

● 사용자 계정 암호를 변경하려면 userpassword username 명령을 사용합니다.

sc> userperm username cuar

sc> userdel username
 2 장 Advanced Lights Out Manager 17



▼ 전자 메일 경고 설정 방법

주 – 최대 8명의 사용자에 대해 전자 메일 경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고의 자체 심
각도 수준을 수신하도록 각 전자 메일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ALOM이 이더넷 네트워크 관리 포트(NET MGT)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하
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변수가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5페이지의 "이더넷(NET MGT) 포트 사용을 위한 ALOM 재구성 방법"을 참조
하십시오.

2. 전자 메일 경고 및 메일 호스트를 구성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3. 각 경고 수신자를 구성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 emailaddress는 emailusername@maildomain 형식을 나타냅니다.
■ alertlevel의 1은 위험, 2는 주요, 3은 차요를 나타냅니다.

4. 각 경고 수신자에 대해 3단계를 반복합니다.

ALOM 전자 메일 경고는 다음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HOSTID $EVENT $TIME $CUSTOMERINFO $HOSTNAME 메시지 

▼ ALOM 구성 백업 방법 
원격 시스템에서 ALOM 구성 설정을 기록하는 백업 파일을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수퍼유저로 단말기 창을 열고 다음을 입력합니다.

ALOM이 제어하는 서버의 이름이 포함된 의미 있는 파일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나중에 
필요한 경우, 이 파일을 참조하여 설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sc> setsc if_emailalerts true
sc> setsc mgt_mailhost ipaddress1,...

sc> setsc mgt_mailalert emailaddress alertlevel

# /usr/platform/SUNW,Netra210/sbin/scadm show > remote-filename 
# /usr/platform/SUNW,Netra210/sbin/scadm usershow > remote-fi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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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M 버전 표시 방법 
● ALOM 버전을 표시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c> showsc version
Advanced Lights Out Manager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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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기본 문제 해결

이 장은 Netra 210 서버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 도구를 설명하며, 다음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 21페이지의 "상태 표시기"
■ 30페이지의 "NVRAM 매개 변수"
■ 31페이지의 "FMA 사용"
■ 32페이지의 "문제 해결 명령"

상태 표시기
해당 시스템에는 서버 자체 및 여러 구성 요소와 연관된 LED 표시기가 있습니다. 서버 
상태 표시기는 베젤에 있으며 후면 패널에도 동일하게 위치합니다. LED 표시기를 사용
하여 상태를 나타내는 구성 요소에는 접점 알람 카드, 전원 공급 장치, 이더넷 포트 및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해당됩니다.

이 절은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2페이지의 "베젤 서버 상태 표시기"
■ 23페이지의 "알람 상태 표시기"
■ 26페이지의 "하드 드라이브 상태 표시기"
■ 27페이지의 "전원 공급 상태 표시기"
■ 28페이지의 "후면 패널 서버 상태 표시기"
■ 29페이지의 "이더넷 네트워크 상태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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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젤 서버 상태 표시기
그림 3-1은 베젤 표시기의 위치를 나타내고 표 3-1은 서버 상태 표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3-1 베젤 서버 상태 및 알람 표시기 위치

표 3-1 베젤 서버 상태 표시기

표시기 LED 색상 LED 상태 구성 요소 상태

로케이터 흰색 켜짐 수퍼유저 locator 또는 ALOM setlocator 
명령을 사용하여 서버를 식별합니다.

꺼짐 정상 상태

고장 황색 켜짐 서버에서 문제를 감지했으며 서비스 요원의 점
검이 필요합니다.

꺼짐 서버에서 오류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작동 녹색 켜짐 서버가 켜져 있고 Solaris 운영 체제가 실행 중입
니다.

꺼짐 전원이 꺼져 있거나 Solaris 소프트웨어가 실행
되고 있지 않습니다.

로케이터 고장 작동

베젤 서버
상태 표시기

위험(빨간색)
주요(빨간색)
차요(황색)
사용자(황색)

알람 상태 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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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유저 또는 ALOM 프롬프트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로케이터 LED를 켜거나 끌 수 있
습니다. 표 3-2에 해당 명령이 나열됩니다.

알람 상태 표시기

접점 알람 카드에는 ALOM이 지원하는 LED 상태 표시기 4개가 있습니다. 이 표시기는 
베젤에 세로로 위치합니다(그림 3-1). 알람 표시기 및 접점 알람 상태는 표 3-3에 나와 있
습니다. 알람 표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ALOM(Advanced Lights Out 
Manager Software) 사용 설명서(부품 번호 817-5007)를 참조하십시오.

표 3-2 로케이터 LED 명령

프롬프트 상태 켜기 끄기

수퍼유저 # /usr/sbin/locator # /usr/sbin/locator -n # /usr/sbin/locator -f

ALOM sc> showlocator sc> setlocator on sc> setlocator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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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알람 표시기 및 접점 알람 상태

표시기 및 
릴레이

레이블

표시기 
색상

응용 프로그램 
또는 서버 상태 조건 또는 조치

작동 표시
기 상태

알람 표시
기 상태

릴레이
NC§ 
상태

릴레이
NO** 
상태 의견

위험

(Alarm0)
빨간색 서버 상태(전

원 켜짐 또는 
꺼짐 및 
Solaris OS 
작동 또는 작
동 안됨)

전원 입력 없음 꺼짐 꺼짐 닫힘 열림 기본 상태

시스템 전원 꺼짐 꺼짐 꺼짐‡ 닫힘 열림 입력 전원 
연결됨

시스템 전원 켜짐, 
Solaris OS 완전히 
로드되지 않음

꺼짐 꺼짐‡ 닫힘 열림 일시적 
상태

Solaris OS 로드 
완료

켜짐 꺼짐 열림 닫힘 정상 작동 
상태

감시 시간 초과 꺼짐 켜짐 닫힘 열림 일시적 상
태, Solaris 
OS 재부트

사용자가 Solaris 
OS 종료 시작*

꺼짐 꺼짐‡ 닫힘 열림 일시적 
상태

입력 전원 차단 꺼짐 꺼짐 닫힘 열림 기본 상태

사용자에 의한 시
스템 전원 차단

꺼짐 꺼짐‡ 닫힘 열림 일시적 
상태

응용 프로그
램 상태

사용자가 위험 알
람을 on† 으로 설
정합니다.

-- 켜짐 닫힘 열림 위험 고장 
감지

사용자가 위험 알
람을 off†로 설정
합니다.

-- 꺼짐 열림 닫힘 위험 고장 
해결

주요

(Alarm1)
빨간색 응용 프로그

램 상태
사용자가 주요 알
람을 on†으로 설정
합니다.

-- 켜짐 열림 닫힘 주요 고장 
감지

사용자가 주요 알
람을 off†로 설정
합니다.

-- 꺼짐 닫힘 열림 주요 고장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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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알람을 설정하면 콘솔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위험 알람을 설정
하면 다음 메시지가 콘솔에 표시됩니다.

위험 알람을 설정할 때 해당 알람 표시기가 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릴리스
에서는 이 사항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차요

(Alarm2)
황색 응용 프로그

램 상태
사용자가 차요 알
람을 on†으로 설정
합니다.

-- 켜짐 열림 닫힘 차요 고장 
감지

사용자가 차요 알
람을 off†로 설정
합니다.

-- 꺼짐 닫힘 열림 차요 고장 
해결

사용자

(Alarm3)
황색 응용 프로그

램 상태
사용자가 사용자 
알람을 on†으로 설
정합니다.

-- 켜짐 열림 닫힘 사용자 고
장 감지

사용자가 사용자 
알람을 off†로 설
정합니다.

-- 꺼짐 닫힘 열림 사용자 고
장 해결

* 사용자는 init0 및 init6 등의 명령으로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원 차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고장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Solaris 플랫폼 알람 API 또는 ALOM CLI에서 알람을 켤 수 있습니다. 

‡ 이 알람 표시기 상태의 구현은 바뀔 수 있습니다.

§ NC 상태는 정상적으로 종료된(Normally Closed)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상태인 릴레이 연결의 기본 모드를 나타냅
니다.

** NO 상태는 정상적으로 열린 상태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열린 상태인 릴레이 연결의 기본 모드를 나타냅니다.

SC Alert: CRITICAL ALARM is set

표 3-3 알람 표시기 및 접점 알람 상태 (계속)

표시기 및 
릴레이

레이블

표시기 
색상

응용 프로그램 
또는 서버 상태 조건 또는 조치

작동 표시
기 상태

알람 표시
기 상태

릴레이
NC§ 
상태

릴레이
NO** 
상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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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드라이브 상태 표시기

베젤이 다운되면 오른쪽에서 하드 드라이브 표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2는 표시
기의 위치를 나타내고 표 3-4는 표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3-2 하드 드라이브 상태 표시기

표 3-4 하드 드라이브 상태 표시기

표시기 LED 색상 LED 상태 구성 요소 상태

서비스 허용 청색 켜짐 하드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꺼짐 하드 드라이브를 제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드 드라이브
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수리 필요 황색 켜짐 하드 드라이브에 고장이 발생했
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꺼짐 정상 상태입니다.

작동 녹색 깜박임 디스크 작동

꺼짐 디스크가 작동 안함

서비스 허용

수리 필요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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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상태 표시기

전원 공급 상태 표시기는 후면 패널에 있는 전원 공급 장치에 있습니다. 그림 3-3은 표시
기의 위치를 나타내고 표 3-5는 표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3-3 전원 공급 상태 표시기

표 3-5 전원 공급 상태 표시기

표시기 LED 색상 LED 상태 구성 요소 상태

주의 황색 켜짐 과전압, 저전압 또는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인
해 전원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깜박임 과전류 또는 과열로 인해 전원 공급이 차단
되었습니다.

꺼짐 고장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DC 출력 녹색 켜짐 출력 전압이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꺼짐 출력 전압 고장이거나 전원 공급 장치가 꺼
져 있습니다.

AC 입력

(DC 입력)
녹색 켜짐 입력 전압이 정상입니다(DC의 하나 또는 두 

개의 입력).

꺼짐 입력 전압 고장이거나 작동 전압이 너무 낮
습니다.

주의

DC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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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서버 상태 표시기

후면 패널 서버 상태 표시기는 후면 패널에 있는 전원 공급 장치와 기가비트 이더넷 커
넥터 사이에 있습니다. 그림 3-4는 Net MGT 포트에 인접한 서버 상태 표시기를 나타내
고 표 3-6은 해당 표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3-4 후면 패널 서버 상태 표시기

표 3-6 후면 패널 서버 상태 표시기

표시기 LED 색상 LED 상태 구성 요소 상태

작동 녹색 켜짐 서버가 켜져 있고 Solaris 운영 체제가 실행 중입
니다.

꺼짐 전원이 꺼져 있거나 Solaris 소프트웨어가 실행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장 황색 켜짐 서버에서 문제를 감지했으며 서비스 요원의 점
검이 필요합니다.

꺼짐 서버에서 오류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로케이터 흰색 켜짐 locator 또는 ALOM setlocator 명령을 통
해 서버가 식별됩니다.

꺼짐 정상 상태입니다.

작동

고장 10BASE-T 이더넷 
커넥터

Net MGT

로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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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네트워크 상태 표시기

그림 3-5는 이더넷 네트워크 상태 표시기의 위치를 나타내고 표 3-7은 표시기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3-5 이더넷 네트워크 상태 표시기

표 3-7 이더넷 네트워크 상태 표시기

표시기 LED 색상 LED 상태 구성 요소 상태

링크 녹색 켜짐 링크 설정

깜박임 데이터 전송 중

꺼짐 링크 다운

속도 녹색 켜짐 고속

꺼짐 저속

링크 (x4) 속도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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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RAM 매개 변수
다음 표는 기본 NVRAM 매개 변수를 나열합니다. 서버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NVRAM 값이 이 목록과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Variable Name Default Value

asr-policy normal

test-args

diag-passes 1

local-mac-address? true

fcode-debug? false

scsi-initiator-id 7

oem-logo

oem-logo? false

oem-banner

oem-banner? false

ansi-terminal? true

screen-#columns 80

screen-#rows 34

ttyb-rts-dtr-off false

ttyb-ignore-cd true

ttya-rts-dtr-off false

ttya-ignore-cd true

ttyb-mode 9600,8,n,1,-

ttya-mode 9600,8,n,1,-

output-device ttya

input-device ttya

auto-boot-on-error? false

error-reset-recovery sync

load-base 16384

auto-boot? true

network-boot-arguments

boot-command boot

diag-file

diag-device net

boot-file

boot-device disk net

use-nvramrc? false

nvramrc

security-mode No default

security-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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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A 사용
Sun Microsystems는 Solaris 10 시스템 소프트웨어 릴리스 내에 FMA (Fault 
Management Architecture)라는 진단 도구를 구현했습니다. FMA 데몬은 고장이 발생
하는 경우 다양한 시스템 구성 요소 및 보고서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FMA 웹 사이
트에서 제출할 때 고장 및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반환하는 식별자가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표 3-8은 단순화된 결정 테이블 및 FMA 사용 방법을 제공합니다.

security-#badlogins No default

verbosity normal

diag-trigger error-reset power-on-res ...

service-mode? false

diag-script normal

diag-level max

diag-switch? false

표 3-8 단순화된 FMA 사용법

상황/작업/질문

"예"인 
경우

다음으로 
이동:

"아니오"
인 경우
다음으로 
이동:

나타나는 장애 문제입니다.

1단계 원격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2단계 3단계

2단계 시스템이 Sun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11단계 3단계

3단계 Solaris 10 운영 환경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4단계 12단계

4단계 최신 메시지를 보려면 콘솔 또는 /var/adm/messages 파일을 확인하십
시오.

5단계 해당 메시지가 fmadm 메시지입니까? 6단계 12단계

6단계 단말기 창에 fmdump를 입력합니다.

7단계 메시지 ID가 있는 메시지입니까? 8단계 12단계

8단계 다음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http://www.sun.com/msg

9단계 필드에 메시지 ID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10단계 화면에 제공되는 다음 단계의 방법을 수행합니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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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명령
이 절은 Netra 210 서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수퍼유저 명령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2페이지의 "iostat 명령"
■ 35페이지의 "prtdiag 명령"
■ 40페이지의 "prtconf 명령"
■ 43페이지의 "netstat 명령"
■ 45페이지의 "ping 명령"
■ 47페이지의 "ps 명령"
■ 49페이지의 "prstat 명령"
■ 51페이지의 "prtfru 명령"
■ 52페이지의 "psrinfo 명령" 
■ 53페이지의 "showrev 명령"

이러한 명령의 대부분은 /usr/bin 또는 /usr/sbin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iostat 명령

iostat 명령은 CPU 사용률뿐만 아니라 단말기, 드라이브 및 테이프 입출력 작동을 반
복적으로 보고합니다.

11단계 서비스 호출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Sun 서비스 담당자가 연락할 것입니다.

종료

12단계 다른 문제 해결 도구를 사용합니다. 32페이지의 "문제 해결 명령" 또는 
55페이지의 "고급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종료

표 3-8 단순화된 FMA 사용법 (계속)

상황/작업/질문

"예"인 
경우

다음으로 
이동:

"아니오"
인 경우
다음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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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표 3-9는 iostat 명령 옵션과 이러한 옵션이 Netra 210 서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iostat 명령 출력 및 해당 옵션을 나타냅니다.

표 3-9 iostat의 옵션

옵션 설명 지원 방법

옵션 없음 로컬 입출력 장치의 상태를 보고합니다. 장치 상태를 세 줄로 신속하게 출력합니다. 

-c 시스템이 사용자 모드, 시스템 모드, 입출력 대기 및 
유휴 상태에서 소모한 시간의 백분율을 보고합니다.

CPU 상태를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e 장치 오류 요약 통계를 표시합니다. 전체 오류, 주요 
오류, 단순 오류 및 전송 오류가 표시됩니다.

누적 오류가 있는 간단한 테이블을 제공
합니다. 의심되는 입출력 장치를 확인합
니다.

-E 모든 장치 오류 통계를 표시합니다. 제조업체, 모델 번호, 일련 번호, 크기 및 
오류 등과 같은 장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n 설명 형식으로 장치 이름을 표시합니다. 설명 형식은 장치를 식별하는 데 유용합
니다.

-x 각 드라이브에 대해 확장된 드라이브 통계를 보고
하며, 표 형식으로 출력됩니다.

-e 옵션과 유사하지만, 이 옵션은 속도 정
보를 제공합니다. 이 옵션은 내부 입출력 
장치 및 네트워크에서 기타 입출력 장치의 
불량 성능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iostat
   tty        dad0          sd0           nfs1          nfs2           cpu
 tin tout kps tps serv  kps tps serv  kps tps serv  kps tps serv   us sy wt id
   0    5 128  15    6    0   0    0    0   0    0   50   3    9    2  8  4 86

# iostat -c
     cpu
 us sy wt id
  2  7  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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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stat -e
           ---- errors --- 
device     s/w h/w trn tot 
dad0         0   0   0   0 
sd0          0   2   0   2 
nfs1         0   0   0   0 
nfs2         0   0   0   0 
nfs3         0   0   0   0 
nfs4         0   0   0   0 
nfs5         0   0   0   0 

# iostat -x
                  extended device statistics                   
device       r/s    w/s   kr/s   kw/s wait actv  svc_t  %w  %b 
dad0        12.3    0.9  106.6    3.7  0.0  0.1    5.9   1   4 
sd0          0.0    0.0    0.0    0.0  0.0  0.0    0.0   0   0 
nfs1         0.0    0.0    0.0    0.0  0.0  0.0    0.0   0   0 
nfs2         1.2    1.1   20.9   21.2  0.0  0.0    9.3   0   2 
nfs3         0.2    0.0    0.9    0.0  0.0  0.0    2.5   0   0 
nfs4         0.0    0.0    0.0    0.0  0.0  0.0    0.0   0   0 
nfs5         1.5    0.0   30.2    0.0  0.0  0.1   38.6   0   4 

# iostat -En
c1t0d0           Soft Errors: 2 Hard Errors: 48 Transport Errors: 0 
Vendor: TSSTcorp Product: CD/DVDW TS-L532A Revision: TM31 Serial No:  
Size: 0.00GB <0 bytes>
Media Error: 36 Device Not Ready: 0 No Device: 12 Recoverable: 0 
Illegal Request: 2 Predictive Failure Analysis: 0 
c0t1d0           Soft Errors: 0 Hard Errors: 0 Transport Errors: 0 
Vendor: SEAGATE  Product: ST973401LSUN72G  Revision: 0156 Serial No: 
04391013AM 
Size: 73.40GB <73400057856 bytes>
Media Error: 0 Device Not Ready: 0 No Device: 0 Recoverable: 0 
Illegal Request: 0 Predictive Failure Analysi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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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diag 명령

prtdiag 명령은 시스템의 구성 및 진단 정보를 표시합니다. 진단 정보는 시스템에서 
실패한 모든 구성 요소를 식별합니다.

prtdiag 명령은 /usr/platform/platform-name/sbin/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주 – prtdiag 명령은 이 설명서에서 식별된 것과 다른 슬롯 번호를 나타낼 수도 있습
니다. 이는 정상입니다.

옵션

표 3-10은 prtdiag 명령 옵션과 이러한 옵션이 Netra 210 서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prtdiag 명령 출력 및 해당 옵션을 나타냅니다.

표 3-10 prtdiag의 옵션

옵션 설명 지원 방법

옵션 없음 시스템 구성 요소를 나열합니다. CPU 타이밍 및 설치된 PCI 카드를 식별합니다.

-v 세부 정보 표시 모드. 최근 AC 전
원 고장 시간, 최근 하드웨어의 치
명적 오류 정보 및 환경 상태(해당
되는 경우)를 표시합니다.

옵션 없음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팬 상태, 온도, 
ASIC 및 PROM 개정판을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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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r/platform/sun4u/sbin/prtdiag
System Configuration: Sun Microsystems  sun4u Netra 210
System clock frequency: 167 MHZ
Memory size: 1GB        

==================================== CPUs ====================================
               E$          CPU                    CPU
CPU  Freq      Size        Implementation         Mask    Status      Location
---  --------  ----------  ---------------------  -----   ------      --------
  0  1336 MHz  1MB         SUNW,UltraSPARC-IIIi    3.3    on-line     MB/P0

================================= IO Devices =================================
Bus   Freq      Slot +  Name +
Type  MHz       Status  Path                          Model
----  ----  ----------  ----------------------------  --------------------
pci    66           MB  pci108e,1648 (network)                           
                  okay  /pci@1f,700000/network@2

pci    66           MB  pci108e,1648 (network)                           
                  okay  /pci@1f,700000/network
.
.
.
pci    66         PCI0  pci100b,35 (network)          SUNW,pci-qge       
                  okay  /pci/pci/pci/network

pci    66         PCI0  pci100b,35 (network)          SUNW,pci-qge       
                  okay  /pci/pci/pci/network

============================ Memory Configuration ============================
Segment Table:
-----------------------------------------------------------------------
Base Address       Size       Interleave Factor  Contains
-----------------------------------------------------------------------
0x0                1GB               1           BankIDs 0

Bank Table:
-----------------------------------------------------------
           Physical Location
ID       ControllerID  GroupID   Size       Interleave Way
-----------------------------------------------------------
0        0             0         1GB             0

Memory Module Groups:
--------------------------------------------------
ControllerID   GroupID  Labels         Status
--------------------------------------------------
0              0        MB/P0/B0/D0    
0              0        MB/P0/B0/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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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r/platform/sun4u/sbin/prtdiag -v
System Configuration: Sun Microsystems  sun4u Netra 210
System clock frequency: 167 MHZ
Memory size: 1GB        
==================================== CPUs ====================================
               E$          CPU                    CPU
CPU  Freq      Size        Implementation         Mask    Status      Location
---  --------  ----------  ---------------------  -----   ------      --------
  0  1336 MHz  1MB         SUNW,UltraSPARC-IIIi    3.3    on-line     MB/P0

================================= IO Devices =================================
Bus   Freq      Slot +  Name +
Type  MHz       Status  Path                          Model
----  ----  ----------  ----------------------------  --------------------
pci    66           MB  pci108e,1648 (network)                           
                  okay  /pci@1f,700000/network@2
pci    66           MB  pci108e,1648 (network)                           
                  okay  /pci@1f,700000/network
...
pci    66         PCI0  pci100b,35 (network)          SUNW,pci-qge       
                  okay  /pci/pci/pci/network
pci    66         PCI0  pci100b,35 (network)          SUNW,pci-qge       
                  okay  /pci/pci/pci/network
============================ Memory Configuration ============================
Segment Table:
-----------------------------------------------------------------------
Base Address       Size       Interleave Factor  Contains
-----------------------------------------------------------------------
0x0                1GB               1           BankIDs 0
Bank Table:
-----------------------------------------------------------
           Physical Location
ID       ControllerID  GroupID   Size       Interleave Way
-----------------------------------------------------------
0        0             0         1GB             0
Memory Module Groups:
--------------------------------------------------
ControllerID   GroupID  Labels         Status
--------------------------------------------------
0              0        MB/P0/B0/D0    
0              0        MB/P0/B0/D1    
============================ Environmental Status ============================
Fan Status:
---------------------------------------
Location       Sensor          Status          
---------------------------------------
F0             RS              okay
F1             RS              okay
F2             RS              okay
F3             RS              okay
PS0            F4              okay
PS0            F5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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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0            FF_FAN          okay         
---------------------------------------
Temperature sensors:
------------------------------------
Location       Sensor         Status
------------------------------------
MB/P0          T_CORE         okay 
SASPCI         SAS_CONTROLLER okay 
MB             T_ENC          okay 
PS0            FF_OT          okay
------------------------------------
Current sensors:
------------------------------
Location  Sensor        Status
------------------------------
MB         FF_SCSI      okay
PS0        FF_OC        okay
--------------------------------
Voltage sensors:
-------------------------------
Location   Sensor        Status
-------------------------------
MB/P0      V_CORE        okay 
MB         V_VTT         okay 
MB         V_GBE_+2V5    okay 
MB         V_GBE_CORE    okay 
MB         V_VCCTM       okay 
MB         V_+2V5        okay 
MB         V_+1V5        okay 
MB/BAT     V_BAT         okay 
PS0        P_PWR         okay
MB         FF_POK        okay
PS0        FF_UV         okay
PS0        FF_OV         okay
-----------------------------------------
Keyswitch:
-----------------------------------------
Location       Keyswitch   State
-----------------------------------------
MB             SYSCTRL     NORMAL
--------------------------------------------------
Led State:
--------------------------------------------------
Location   Led                   State       Color
--------------------------------------------------
MB         ACT                   on          green           
MB         SERVICE               off         amber           
MB         LOCATE                off         white           
PS0        ACT                   on          green           
PS0        SERVICE               off         amber           
HDD0       SERVICE               off         amber           
HDD0       OK2RM                 off         blue            
HDD1       SERVICE               off         amber           
HDD1       OK2RM                 off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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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CRITICAL              off         red             
MB         MAJOR                 off         red             
MB         MINOR                 off         amber           
MB         USER                  off         amber           
=========================== FRU Operational Status ===========================
-------------------------
Fru Operational Status:
-------------------------
Location        Status   
-------------------------
MB/SC           okay
PS0             okay
HDD1            present
================================ HW Revisions ================================
ASIC Revisions:
-------------------------------------------------------------------
Path                   Device           Status             Revision
-------------------------------------------------------------------
/pci@1f,700000         pci108e,a801     okay               4   
/pci@1e,600000         pci108e,a801     okay               4   
/pci@1c,600000         pci108e,a801     okay               4   
/pci                   pci108e,a801     okay               4   
System PROM revisions:
----------------------
OBP 4.18.3 2005/08/03 14:20 Sun Fire V210/V240,Netra 210/240
OBDIAG 4.18.0 2005/08/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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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conf 명령

prtconf 명령은 show-devs 명령과 마찬가지로 ok 프롬프트에서 실행되며 Netra 
210 서버에 대해 구성된 장치를 표시합니다.

prtconf 명령은 Solaris 운영 체제에서 인식되는 하드웨어를 식별합니다. 하드웨어에
는 문제가 없지만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prtconf 명령이 Solaris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인식하는지 또는 하드웨어의 드라
이버가 로드되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옵션

표 3-11은 prtconf 명령 옵션과 이러한 옵션이 Netra 210 서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3-11 prtconf의 옵션

옵션 설명 지원 방법

옵션 없음 운영 체제에서 인식하는 장치의 
장치 트리를 표시합니다.

하드웨어 장치가 인식되면 올바르게 작동됩니다. 장치 또는 
하위 장치에 대해 "(driver not attached)" 메시지
가 표시되면 해당 장치의 드라이버가 손상되거나 누락된 것
입니다.

-D 옵션 없음 출력과 유사하지만 여
기에는 장치 드라이버가 나열됩
니다.

장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체제에서 사용되거나 필요한 
드라이버를 표시합니다.

-p 옵션 없음 출력과 유사하지만 이 
옵션은 축약되었습니다.

"(driver not attached)" 메시지를 보고하지 않으며 
장치의 빠른 보기만 보고합니다.

-V OpenBoot™ PROM 펌웨어의 
버전 및 날짜를 표시합니다.

펌웨어 버전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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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예제는 prtconf 명령 출력 및 해당 옵션을 나타냅니다.

# prtconf
System Configuration:  Sun Microsystems  sun4u 
Memory size: 1024 Megabytes
System Peripherals (Software Nodes):

SUNW,Netra-210
    scsi_vhci, instance #0
    packages (driver not attached)
        SUNW,builtin-drivers (driver not attached)
        deblocker (driver not attached)
        disk-label (driver not attached)
        terminal-emulator (driver not attached)
        dropins (driver not attached)
        kbd-translator (driver not attached)
        obp-tftp (driver not attached)
        SUNW,i2c-ram-device (driver not attached)
        SUNW,fru-device (driver not attached)
        SUNW,asr (driver not attached)
        ufs-file-system (driver not attached)
    chosen (driver not attached)
    openprom (driver not attached)
        client-services (driver not attached)
    options, instance #0
    aliases (driver not attached)
    memory (driver not attached)
    virtual-memory (driver not attached)
    SUNW,UltraSPARC-IIIi (driver not attached)
    memory-controller, instance #0
    pci, instance #0
        network, instance #0
        network (driver not attached)
    pci, instance #1
        isa, instance #0
            flashprom (driver not attached)
            rtc (driver not attached)
            i2c, instance #0
                i2c-bridge (driver not attached)
                i2c-bridge (driver not attached)
                motherboard-fru-prom, instance #0
                chassis-fru-prom, instance #1
                alarm-fru-prom, instance #2
                sas-pci-fru-prom, instance #3
                power-supply-fru-prom, instance #4
                dvd-if-fru-prom, instance #5
                dimm-spd, instance #6
                dimm-spd, instance #7
                rscrtc (driver not attached)
                nvram (driver not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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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tconf -D
System Configuration:  Sun Microsystems  sun4u 
Memory size: 1024 Megabytes
System Peripherals (Software Nodes):

SUNW,Netra-210 (driver name: rootnex)
    scsi_vhci, instance #0 (driver name: scsi_vhci)
    packages
        SUNW,builtin-drivers
. . .
SUNW,UltraSPARC-IIIi (driver name: us)
    memory-controller, instance #0 (driver name: mc-us3i)
    pci, instance #0 (driver name: pcisch)
        network, instance #0 (driver name: bge)
        network (driver name: bge)
    pci, instance #1 (driver name: pcisch)
        isa, instance #0 (driver name: ebus)
            flashprom
            rtc
            i2c, instance #0 (driver name: pcf8584)
                i2c-bridge
                i2c-bridge
                motherboard-fru-prom, instance #0 (driver name: seeprom)
                chassis-fru-prom, instance #1 (driver name: seepr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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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tat 명령

netstat 명령은 네트워크 상태를 표시합니다.

옵션

표 3-12는 netstat 명령 옵션과 이러한 옵션이 Netra 210 서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netstat 명령 출력 및 해당 옵션을 나타냅니다.

표 3-12 netstat의 옵션

옵션 설명 지원 방법

-i 패킷 입출력, 오류 입출력 및 대
기열을 포함한 인터페이스 상태
를 표시합니다.

시스템 네트워크 상태의 개요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i interval -i 옵션에 후행 번호를 제공하
면 interval 초마다 netstat 명
령을 반복합니다.

간헐적인 또는 장기간의 네트워크 이벤트를 식별하는 데 유
용합니다. netstat 출력을 파일에 파이핑하여 야간 작동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p 매체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서브넷의 호스트에 대해 MAC 주소를 제공합니다.

-r 라우팅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라우팅 정보를 제공합니다.

-n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로 바꿉
니다.

IP 주소가 호스트 이름보다 유용한 경우 사용됩니다.

# netstat -i 1
    input   bge0      output           input  (Total)    output
packets errs  packets errs  colls  packets errs  packets errs  colls 
32703   0     23906   0     0      35527   0     26730   0     0     
3       0     0       0     0      5       0     2       0     0     
3       0     0       0     0      5       0     2       0     0     
5       0     0       0     0      7       0     2       0     0     
4       0     0       0     0      6       0     2       0     0     
3       0     0       0     0      5       0     2       0     0     
3       0     0       0     0      5       0     2       0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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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stat -p

Net to Media Table: IPv4
Device   IP Address               Mask      Flags   Phys Addr 
------ -------------------- --------------- ----- ---------------
bge0   phatair-46           255.255.255.255       08:00:20:92:4a:47
bge0   ns-umpk27-02-46      255.255.255.255       08:00:20:93:fb:99
bge0   moreair-46           255.255.255.255       08:00:20:8a:e5:03
bge0   fermpk28a-46         255.255.255.255       00:00:0c:07:ac:2e
bge0   fermpk28as-46        255.255.255.255       00:50:e2:61:d8:00
bge0   kayakr               255.255.255.255       08:00:20:d1:83:c7
bge0   matlock              255.255.255.255 SP    00:03:ba:27:01:48
bge0   toronto2             255.255.255.255       08:00:20:b6:15:b5
bge0   tucknott             255.255.255.255       08:00:20:7c:f5:94
bge0   mpk28-lobby          255.255.255.255       08:00:20:a6:d5:c8
bge0   d-mpk28-46-245       255.255.255.255       00:10:60:24:0e:00
bge0   224.0.0.0            240.0.0.0       SM    01:00:5e:00:00:00

# netstat -r

Routing Table: IPv4
  Destination           Gateway           Flags  Ref   Use   Interface
-------------------- -------------------- ----- ----- ------ ---------
mpk28-046-n          matlock               U        1      6  bge0
224.0.0.0            matlock               U        1      0  bge0
default              fermpk28a-46          UG       1     22  
localhost            localhost             UH      25   3018  l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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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g 명령

ping 명령은 ICMP ECHO_REQUEST 패킷을 네트워크 호스트에 전송합니다. ping 명
령이 구성되는 방법에 따라, 표시된 출력으로 문제가 있는 네트워크 링크 또는 노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대상 호스트가 변수 hostname에 지정됩니다.

옵션

표 3-13은 ping 명령 옵션과 이러한 옵션이 Netra 210 서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3-13 ping의 옵션

옵션 설명 지원 방법

hostname 프로브 패킷이 hostname에 전송
되어 반환됩니다.

네트워크에서 호스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g gateway 프로브 패킷이 지정된 게이트웨
이를 통해 라우팅되도록 설정합
니다.

대상 호스트의 다른 경로를 식별하여 개별 경로의 특성을 검
사할 수 있습니다.

-i interface 프로브 패킷을 송신 및 수신할 
인터페이스를 지정합니다.

보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n IP 주소로 호스트 이름을 바꿉
니다.

주소가 호스트 이름보다 유용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s 1초 간격으로 ping이 계속됩니
다. Ctrl-C를 누르면 중단됩니다. 
중단하면 통계가 표시됩니다.

간헐적인 또는 장기간의 네트워크 이벤트를 식별하는 데 유
용합니다. ping 출력을 파일에 파이핑하여 야간 작동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svR 프로브 패킷이 1초 간격으로 이
동되는 경로를 표시합니다.

홉의 프로브 패킷 경로 및 번호를 나타냅니다. 여러 개의 경
로를 비교하면 병목 현상을 찾아 식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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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예제는 ping 명령 출력 및 해당 옵션을 나타냅니다.

# ping -s teddybear
PING teddybear: 56 data bytes
64 bytes from teddybear (192.146.77.140): icmp_seq=0. time=1. 
ms
64 bytes from teddybear (192.146.77.140): icmp_seq=1. time=0. 
ms
64 bytes from teddybear (192.146.77.140): icmp_seq=2. time=0. 
ms
^C
----teddybear PING Statistics----
3 packets transmitted, 3 packets received, 0% packet loss
round-trip (ms)  min/avg/max = 0/0/1

# ping -svR teddybear
PING teddybear: 56 data bytes
64 bytes from teddybear (192.146.77.140): icmp_seq=0. time=2. ms
  IP options:  <record route> smuscampk27s02-r01 (192.146.5.123), 
smuscampk14s19-r02-v516 (192.146.5.90), rmpk16a-077 (192.146.77.2), 
teddybear (192.146.77.140), smuscampk16s02-r01 (192.146.5.83), 
smuscampk11s10-r02-v827 (192.146.5.137), fermpk28ap-46 (192.146.46.2), 
matlock (192.146.46.111),  (End of record)
^C
----teddybear PING Statistics----
1 packets transmitted, 1 packets received, 0% packet loss
round-trip (ms)  min/avg/max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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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명령

ps 명령은 시스템 프로세스 상태를 나열합니다. 옵션을 사용하여 명령 출력을 재배열하
면 Netra 210 서버 리소스 할당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옵션

표 3-14는 ps 명령 옵션과 이러한 옵션이 Netra 210 서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ps 명령 출력 및 해당 옵션을 나타냅니다.

표 3-14 ps의 옵션

옵션 설명 지원 방법

-e 모든 프로세스 정보를 표시합
니다.

프로세스 ID와 실행 파일을 식별합니다.

-f 전체 목록을 생성합니다. 사용자 ID, 상위 프로세스 ID, 시스템이 실행된 시간 및 실행 
파일의 경로 등과 같은 프로세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o format,... 구성 가능한 출력을 허용합니다. 
pid, pcpu, pmem 및 comm 형
식은 각각 프로세스 ID, CPU 소
모율, 메모리 소모율 및 해당 실
행 파일을 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자원 소모율을 알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거나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ps -ef
     UID    PID   PPID  C    STIME TTY      TIME CMD
    root      0      0  0 10:06:30 ?        0:18 sched
    root      1      0  0 10:06:32 ?        0:00 /etc/init -
    root      2      0  0 10:06:32 ?        0:00 pageout
    root      3      0  0 10:06:32 ?        0:00 fsflush
    root 100311      1  0 10:06:50 ?        0:00 /usr/lib/saf/sac -t 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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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r 옵션과 함께 sort를 사용하면 첫 번째 열 값이 0인 위치에 열 제목이 나타납니다.

# ps -eo pcpu,pid,comm|sort -rn
 1.4 100317 /usr/openwin/bin/Xsun
 0.9 100460 dtwm
 0.1 100677 ps
 0.1 100600 ksh
 0.1 100591 /usr/dt/bin/dtterm
 0.1 100462 /usr/dt/bin/sdtperfmeter
 0.1 100333 mibiisa
%CPU    PID COMMAND
 0.0 100652 /bin/csh
. . .

# ps -eo pmem,pid,comm|sort -rn
14.2 100317 /usr/openwin/bin/Xsun
 4.4 100524 /net/dickens/fmsgml60/bin/sunxm.s5.sparc/makersgml
 1.8 100460 dtwm
 1.1 100591 /usr/dt/bin/dtterm
 1.0 100650 /usr/dt/bin/dtterm
 1.0 100494 /usr/dt/bin/dtterm
 1.0 100462 /usr/dt/bin/sdtperfmeter
 1.0 100453 /usr/dt/bin/dtsession
 0.8 100452 /usr/dt/bin/ttsess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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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tat 명령

prstat 명령은 시스템의 모든 활성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검사하고 선택한 출력 모
드와 정렬 순서를 기준으로 통계를 보고합니다. prstat 명령은 ps 명령과 유사한 출력
을 제공합니다.

옵션

표 3-15는 prstat 명령 옵션과 이러한 옵션이 Netra 210 서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3-15 prstat의 옵션

옵션 설명 지원 방법

옵션 없음 CPU 자원을 가장 많이 소모하
는 상위 프로세스가 정렬된 목록
을 표시합니다. 목록은 단말기 
창 높이와 프로세스의 총 수로 
제한됩니다. 5초마다 출력이 자
동 업데이트됩니다. Ctrl-C를 누
르면 중단됩니다.

출력에서 프로세스 ID, 사용자 ID, 사용된 메모리, 상태, CPU 
소모 및 명령 이름을 식별합니다. 기본적으로 CPU 소모에 따
라 목록이 정렬됩니다.

-n number 지정된 행 number로 출력을 제
한합니다.

표시되는 데이터 양을 제한하고 기본 자원 사용처를 식별합
니다.

-s key key 매개 변수별로 목록을 정렬
하도록 허용합니다.

유용한 키로는 cpu (기본값), time 및 size가 있습니다.

-v 세부 정보 표시 모드. 추가 매개 변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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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예제는 prstat명령 출력 및 해당 옵션을 나타냅니다.

# prstat
   PID USERNAME  SIZE   RSS STATE  PRI NICE      TIME  CPU PROCESS/NLWP       
100688 root     1760K 1376K cpu0    59    0   0:00.00 0.1% prstat/1
100524 mm39236    28M   21M sleep   48    0   0:00.25 0.1% maker6X.exe/1
100317 root       28M   69M sleep   59    0   0:00.25 0.1% Xsun/1
100591 mm39236  7584K 5416K sleep   59    0   0:00.02 0.1% dtterm/1
100333 root     2448K 2152K sleep   58    0   0:00.00 0.0% mibiisa/12
100236 root     2232K 1832K sleep   58    0   0:00.00 0.0% lp/1
100600 root     1872K 1432K run     37    0   0:00.00 0.0% ksh/1
. . .
100403 mm39236  1832K 1368K sleep   59    0   0:00.00 0.0% csh/1
100311 root     1800K 1232K sleep   58    0   0:00.00 0.0% sac/1
Total: 65 processes, 159 lwps, load averages: 0.01, 0.02, 0.04

# prstat -n 5 -s size
   PID USERNAME  SIZE   RSS STATE  PRI NICE      TIME  CPU PROCESS/NLWP       
100524 mm39236    28M   21M sleep   48    0   0:00.26 0.3% maker6X.exe/1
100317 root       28M   69M sleep   59    0   0:00.26 0.7% Xsun/1
100460 mm39236    11M 8760K sleep   59    0   0:00.03 0.0% dtwm/8
100453 mm39236  8664K 4928K sleep   48    0   0:00.00 0.0% dtsession/4
100591 mm39236  7616K 5448K sleep   49    0   0:00.02 0.1% dtterm/1
Total: 65 processes, 159 lwps, load averages: 0.03, 0.02, 0.04

# prstat -n 5 -v
   PID USERNAME USR SYS TRP TFL DFL LCK SLP LAT VCX ICX SCL SIG PROCESS/NLWP  
100692 root      31  62  -   -   -   -   31  -    0 463 57K   0 prstat/1
100524 mm39236  0.6 0.3  -   -   -   -   99  -   89 114  2K   0 maker6X.exe/1
100317 root     0.3 0.5  -   -   -   -   99  -  288  45  2K 108 Xsun/1
100591 mm39236  0.1 0.0  -   -   -   -  100  -   52   9 230   0 dtterm/1
100236 root     0.0 0.0  -   -   -   -  100  -    5   0  52   0 lp/1
Total: 65 processes, 159 lwps, load averages: 0.02, 0.0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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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fru 명령

prtfru 명령은 시스템이나 도메인에서 FRU ID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사용됩니다. 해
당 출력은 각 컨테이너에 FRU 트리의 경로를 반향하는 트리 구조의 출력입니다. 
prtfru 명령은 prtconf 명령과 유사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옵션

표 3-16은 prtfru 명령 옵션과 이러한 옵션이 Netra 210 서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prtfru -c 명령의 출력 부분을 보여줍니다.

표 3-16 prtfru의 옵션

옵션 설명 지원 방법

옵션 없음 FRU 트리 계층과 모든 FRU ID 
컨테이너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표시 목록은 FRU 트리 계층 내의 FRU 및 컨테이너 
데이터를 제공하고 계층에 있는 FRU 위치를 식별합니다.

-c 컨테이너와 해당 데이터만 인쇄
합니다. FRU 트리 계층을 포함
하지 않습니다.

FRU 구성 요소를 눈으로 더욱 쉽게 찾습니다. 

# prtfru -c
/frutree/chassis/MB?Label=MB/system-board (container)
   SEGMENT: SD
      /ManR
      /ManR/UNIX_Timestamp32: Thu Jan 13 17:33:23 CST 2005
      /ManR/Fru_Description: FRUID,INSTR,M'BD,2X1.5GHZ,CPU
      /ManR/Manufacture_Loc: Hsinchu,Taiwan
      /ManR/Sun_Part_No: 3753227
      /ManR/Sun_Serial_No: 003595
      /ManR/Vendor_Name: Mitac International
      /ManR/Initial_HW_Dash_Level: 02
      /ManR/Initial_HW_Rev_Level: 02
      /ManR/Fru_Shortname: MOTHERBOARD
      /SpecPartNo: 885-0316-03
/frutree/chassis/MB?Label=MB/system-board/P0?Label=P0/cpu/B0?Label=
B0/bank/D0?Label=D0/mem-module (contain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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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info 명령

psrinfo 명령은 실제 및 가상 프로세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옵션

표 3-16은 psrinfo 명령 옵션과 이러한 옵션이 Netra 210 서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psrinfo 명령 출력 및 해당 옵션을 나타냅니다.

표 3-17 psrinfo의 옵션

옵션 설명 지원 방법

옵션 없음 각 프로세서의 상태 및 가동 시
간을 표시합니다.

작동되는 프로세서와 작동되지 않는 프로세서를 식별합니다.

-v 프로세서 유형, 부동 소수점 단
위 유형 및 시계 속도를 포함한 
프로세서의 추가 정보를 표시합
니다.

프로세서의 특성을 식별합니다.

-p 프로세서 수를 표시합니다. 이 옵션을 -v 옵션과 함께 사용하면 -v 옵션만 사용하는 것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psrinfo
0       on-line   since 05/31/2005 11:03:39

# psrinfo -pv
The physical processor has 1 virtual processor (0)
  UltraSPARC-IIIi (portid 0 impl 0x16 ver 0x33 clock 1336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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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rev 명령

showrev 명령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정 정보를 표시
합니다. showrev 명령은 .version 명령과 유사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옵션

표 3-16은 showrev 명령 옵션과 이러한 옵션이 Netra 210 서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showrev 명령 출력 및 해당 옵션을 나타냅니다.

표 3-18 showrev의 옵션

옵션 설명 지원 방법

옵션 없음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를 표시
합니다.

설치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
니다.

-p 설치된 패치 정보를 표시합니다. 설치된 패치를 식별합니다.

# showrev
Hostname: atqa125
Hostid: 83ad1bfb
Release: 5.10
Kernel architecture: sun4u
Application architecture: sparc
Hardware provider: Sun_Microsystems
Domain: austincampus.Central.Sun.COM
Kernel version: SunOS 5.10 Generic_118835-02

# showrev -p
Patch: 116298-08 Obsoletes:  Requires:  Incompatibles:  Packages: SUNWxsrt, SUNWxrgrt, SUNWxrpcrt, 
SUNWjaxp
Patch: 116302-02 Obsoletes:  Requires:  Incompatibles:  Packages: SUNWxrpcrt
Patch: 113886-27 Obsoletes:  Requires:  Incompatibles:  Packages: SUNWglrt, SUNWgldoc, SUNWglh, 
SUNWglrtu, SUNWglsrz, SUNWgldp, SUNWglsr
Patch: 113887-27 Obsoletes:  Requires:  Incompatibles:  Packages: SUNWglrtx, SUNWglsrx, SUNWgld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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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고급 문제 해결

이 장에서는 고급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 진단 도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 55페이지의 "ok 프롬프트"
■ 56페이지의 "자동 시스템 복구"
■ 59페이지의 "OpenBoot PROM 유틸리티"
■ 63페이지의 "OpenBoot 진단"
■ 67페이지의 "전원 공급 자가 테스트"

ok 프롬프트
고급 문제 해결 작업에서는 시스템을 기본 운영 수준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
서는 운영 체제가 로드되지 않으며 콘솔에서 입력한 명령은 OpenBoot 펌웨어와 상호 
작용합니다.

▼ ok 프롬프트 가져오는 방법

● 수퍼유저로 단말기 창을 열고 명령줄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운영 체제가 종료되고 컨트롤이 OpenBoot 펌웨어로 전송됩니다.

# init 0
55



자동 시스템 복구
자동 시스템 복구(ASR) 기능은 자가 테스트 기능 및 오류가 있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감지하여 이에 대한 구성을 해제하는 자동 구성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을 사용하면 몇 가지 치명적이지 않은 하드웨어 오류 또는 고장이 발생해도 서버의 작
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ASR로 감시하는 구성 요소 중 서버 작동에 핵심적이지 않은 구성 요소에 오류 또는 고
장이 발생할 경우, 서버는 자동으로 재부트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류가 있는 하드
웨어 구성 요소로 인해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거나 시스템이 계속 다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전원을 켜는 과정에서 오류가 감지될 경우, 오류가 있는 해당 구성 요소가 비활
성화됩니다. 이 구성 요소가 없어도 시스템 작동이 가능하다면 부트 절차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부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OpenBoot 펌웨어는 장치 트리 노드에 적
절한 상태 속성을 만들어 둠으로써 1275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장치 트리 이용)에서 
장치를 고장 또는 사용 안 함으로 표시합니다. Solaris 운영 체제는 고장 또는 사용 안 함 
상태로 표시된 하위 시스템의 드라이버를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는 구성 요소가 전기적으로 유휴 상태(예: 임의적인 버스 오류 또는 신호 잡음
이 발생되지 않음)이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재부트되어 서비스가 호출되는 동안 작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고장 또는 사용 안 함 상태인 장치를 새 장치로 교체하면 OpenBoot 펌웨어가 재시동 시 
자동으로 장치 상태를 수정합니다.

주 – ASR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58페이지의 "ASR 활성
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Autoboot 옵션

auto-boot? 설정은 재설정 후에 펌웨어가 운영 체제를 자동 부트하도록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true입니다.

auto-boot-on-error? 설정은 하위 시스템 장애가 감지되었을 때 시스템이 불완전 
부트를 시도하도록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uto-boot-on-error?의 기본 설정은 
false입니다. 불완전 부트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려면 auto-boot? 및 auto-
boot-on-error? 설정을 모두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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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 부트 자동 실행 방법

1. ok 프롬프트를 가져옵니다.

55페이지의 "ok 프롬프트 가져오는 방법"를 참조하십시오.

2. 다음을 입력합니다.

주 – 불완전 부트 기능을 설정했더라도, 복구 불가능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는 불완전 부트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치명적이고 복구 불가능한 오류의 예제는 57페이
지의 "오류 처리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오류 처리 요약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스템의 전원을 켤 때 발생하는 오류가 처리
됩니다.

■ POST 또는 OpenBoot 진단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auto-boot?가 true
이면 시스템은 부트를 시도합니다.

■ POST 또는 OpenBoot 진단에서 치명적이지 않은 오류만 발견된 경우, auto-boot?
가 true이고 auto-boot-on-error?가 true이면 시스템은 부트를 시도합니다. 

주 – POST 또는 OpenBoot 진단에서 일반 부트 장치와 연관된 비치명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OpenBoot 펌웨어는 고장난 장치를 자동으로 구성 해제하고 boot-device 구성 
변수에 지정된 다음 순번의 부트 장치 사용을 시도합니다.

■ POST 또는 OpenBoot 진단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감지된 경우, auto-boot? 또는 
auto-boot-on-error?의 설정에 관계 없이 시스템은 부트되지 않습니다. 복구 불
가능한 치명적인 오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합됩니다.

■ 모든 CPU에 오류가 있는 경우
■ 모든 논리 메모리 뱅크에 오류가 있는 경우
■ 플래시 RAM의 주기적 중복 검사(CRC)가 실패한 경우
■ 현장 교체 가능한 장치(FRU) PROM의 구성 데이터가 치명적으로 손상된 경우
■ 주문형 집적 회로(ASIC)에 치명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

ok setenv auto-boot? true
ok setenv auto-boot-on-error?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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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R 활성화 방법

1. ok 프롬프트를 가져옵니다.

55페이지의 "ok 프롬프트 가져오는 방법"를 참조하십시오.

2. ASR에 대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3. ASR를 활성화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매개 변수 변경 사항이 영구적으로 시스템에 저장되고 자동으로 부트됩니다.

▼ ASR 비활성화 방법

1. ok 프롬프트를 가져옵니다.

55페이지의 "ok 프롬프트 가져오는 방법"를 참조하십시오.

2. 진단 모드를 구성 해제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3. ASR를 비활성화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매개 변수 변경 사항이 영구적으로 시스템에 저장되고 자동으로 부트됩니다.

ok setenv diag-switch? true
ok setenv auto-boot? true
ok setenv auto-boot-on-error? true

ok reset-all

ok setenv  diag-switch? false

ok rese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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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Boot PROM 유틸리티
유휴 상태에서 OpenBoot PROM은 기본 유틸리티 정보를 제공합니다.

■ 59페이지의 "show-devs 유틸리티"
■ 60페이지의 "watch-net 유틸리티"
■ 60페이지의 "probe-scsi 유틸리티"
■ 61페이지의 "probe-ide 유틸리티"
■ 61페이지의 "banner 유틸리티"
■ 62페이지의 "watch-clock 유틸리티"
■ 62페이지의 "date 유틸리티"
■ 63페이지의 ".version 유틸리티"

주 – 이 장에 제공된 예제에서 {0} 및 {1}은(는) ok 프롬프트로 응답하는 이중 CPU 
Netra 210 서버의 CPU (각각 CPU0 또는 CPU1)를 나타냅니다.

show-devs 유틸리티

show-devs 유틸리티는 OpenBoot PROM에서 인식하는 Netra 210 서버에 설치된 장
치를 표시합니다. 예제:

{1} ok show-devs
/pci@1d,700000
/pci@1c,600000
/pci@1e,600000
/pci@1f,700000
/memory-controller@0,0
/SUNW,UltraSPARC-IIIi@0,0
/virtual-memory
/memory@m0,0
/aliases
/options
/openprom
. . .
/packages/kbd-translator
/packages/dropins              
/packages/terminal-emulator
/packages/disk-label
/packages/deblocker
/packages/SUNW,builtin-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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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는) CPU1이 ok 프롬프트로 응답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설치된 장치가 목록에 
없는 경우 의심이 되는 장치의 슬롯 또는 케이블 연결을 확인합니다.

watch-net 유틸리티

watch-net 유틸리티는 기본 네트워크 연결의 패킷 활동을 표시합니다. 예제:

■ 마침표(.)가 표시되지 않으면 네트워크 활동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확인합니다.

■ X가 표시되면 네트워크 연결에 충돌이 너무 많아지거나 패킷이 손상 또는 누락됩니
다. 전체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합니다.

probe-scsi 유틸리티

probe-scsi 유틸리티는 SCSI 버스에 부착된 장치의 제조업체 및 모델을 표시합니다. 
예제:

설치된 장치 관련 정보가 표시되지 않으면 Netra 210 서버 섀시 내의 케이블 연결을 확
인합니다.

{1} ok watch-net
100 Mbps FDX Link up
Looking for Ethernet Packets.
'.' is a Good Packet.  'X' is a Bad Packet.
Type any key to stop.
........

{1} ok probe-scsi
This command may hang the system if a Stop-A or halt command
has been executed.  Please type reset-all to reset the system 
before executing this command. 
Do you wish to continue? (y/n) y

MPT Version 1.05, Firmware Version 0.02.24.00

Target 1
  Unit 0   Disk     SEAGATE ST973401LSUN72G 0156    143374739 Blocks, 73 GB
  SASAddress 5c50000000411bc1  PhyNu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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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ide 유틸리티

probe-ide 유틸리티는 IDE 버스에 부착된 장치의 제조업체 및 모델을 표시합니다. 
예제:

설치된 장치 관련 정보가 표시되지 않으면 Netra 210 서버 섀시 내의 케이블 연결을 확
인합니다.

banner 유틸리티

banner 유틸리티는 시스템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배너를 표시합니다. 배너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시스템 모델
■ 펌웨어 버전
■ 설치된 메모리
■ 일련 번호
■ 이더넷 주소
■ 호스트 ID

{1} ok probe-ide
This command may hang the system if a Stop-A or halt command
has been executed.  Please type reset-all to reset the system 
before executing this command. 
Do you wish to continue? (y/n) y
  Device 0  ( Primary Master ) 
         Removable ATAPI Model: TSSTcorpCD/DVDW TS-L532A                

  Device 1  ( Primary Slave ) 
         Not Present

  Device 2  ( Secondary Master ) 
         Not Present

  Device 3  ( Secondary Slave ) 
         Not Present
 4 장 고급 문제 해결 61



예제:

배너에 의심되는 정보가 표시되면 메모리, NVRAM 또는 시스템 보드 플래시 PROM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watch-clock 유틸리티

watch-clock 유틸리티는 1초 간격으로 업데이트된 초 카운터를 표시합니다. 예제:

초 값이 변경되지 않거나 1초가 아닌 경우 시스템 보드의 실시간 시계 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date 유틸리티

date 유틸리티는 실시간 시계에 저장된 현재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예제:

실시간 시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전원 이후의 날짜 또는 시간이 잘못된 경우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1} ok banner
Netra 210, No Keyboard
Copyright 2005 Sun Microsystems, Inc. Copyright 2005 Sun Micro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OpenBoot 4.18.3, 1024 MB memory installed, Serial #61676539.
Ethernet address 0:3:ba:ad:1b:fb, Host ID: 83ad1bfb.

{1} ok watch-clock
Watching the 'seconds' register of the real time clock chip.
It should be 'ticking' once a second.
Type any key to stop.
14 

{1} ok date
09/17/2005 02:42:56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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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유틸리티

.version 유틸리티는 다음 설치된 항목의 현재 버전을 표시합니다.

■ 릴리스 패키지
■ OpenBoot PROM
■ OpenBoot 진단
■ POST

예제:

OpenBoot 진단
OpenBoot 내에서 PROM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보드 구성 요소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에서 주변기기까지의 문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 프로그램입니다. 
OpenBoot 진단 검사는 낮은 수준에서 일반화되고 작동됩니다. 이 검사를 사용하면 특
정 구성 요소로 문제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절에서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4페이지의 "OpenBoot 진단 시작 방법"
■ 65페이지의 "OBDiag 메뉴"
■ 66페이지의 "검사 시작 방법"
■ 66페이지의 "OpenBoot 진단 검사"

{1} ok .version
Release 4.18.3  created 2005/08/03 14:20
OBP 4.18.3 2005/08/03 14:20 Sun Fire V210/V240,Netra 210/240
OBDIAG 4.18.0 2005/08/03 14:30  
POST 4.18.3 2005/08/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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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Boot 진단 시작 방법

OpenBoot 진단은 검사 중인 시스템 콘솔에서 시작되거나 팁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시
작됩니다.

1. ok 프롬프트를 가져옵니다.

55페이지의 "ok 프롬프트 가져오는 방법"를 참조하십시오.

2. auto-boot? 등록 정보를 false로 설정하고 시스템을 재설정합니다. 다음을 입력합
니다.

시스템이 다시 시작되고 ok 프롬프트가 다시 표시됩니다.

3. diag-switch? 등록 정보를 true로 설정하고 OpenBoot 진단을 시작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ok setenv auto-boot? false
ok reset-all

ok setenv diag-switch? true
ok obdi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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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Diag 메뉴

시작 후 OpenBoot 진단이 장치 노드의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PCI 카드 구성 요소가 
IEEE 1275 규격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연결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장치에 자가 테스트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링이 완료되면 OpenBoot 진단이 
검사를 위한 대화식 메뉴를 표시합니다. 예제:

표시되는 진단은 동적입니다. 장치 노드가 인식되지 않으면 메뉴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OpenBoot 진단은 구성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매개 변수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NVRAM test-args 매개 변수에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주 – help 명령은 OpenBoot 진단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o b d i a g                                |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1 LSILogic,sas@1       |  2 flashprom@2,0        |  3 i2c@0,320            |
|  4 ide@d                |  5 network@0            |  6 network@1            |
|  7 network@2            |  8 network@2            |  9 network@2            |
| 10 network@2,1          | 11 network@2,1          | 12 network@3            |
| 13 rmc-comm@0,3e8       | 14 rtc@0,70             | 15 scsi@2               |
| 16 scsi@2,1             | 17 serial@0,2e8         | 18 serial@0,3f8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Commands: test test-all except help what setenv set-default exit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diag-passes=1 diag-level=max test-arg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bdiag> 

obdiag> setenv diag-passes 1
obdiag> setenv diag-level max
obdiag> setenv test-args verbose,sub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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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시작 방법

● test를 입력하고 메뉴에 나열된 진단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검사를 선택합니다. 

이전 예제 사용:

이 예제는 IDE 인터페이스의 진단을 시작합니다.

OpenBoot 진단 검사

표 4-1은 각 OpenBoot 진단 검사, 해당 설명 및 검사 결과에서의 오류가 의미하는 내용
을 나열합니다.

obdiag> test 4

표 4-1 OpenBoot 진단 검사 사용법

OpenBoot 진단 검사 설명 오류 결과 의미

LSILogic,sas@1 SAS 보드를 점검합니다. SAS 보드가 슬롯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SAS 보
드를 슬롯에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십시오.

flashprom@2,0 헤더 및 체크섬을 점검합
니다.

시스템 보드의 플래시 PROM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 
보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십시오.

i2c@0,320 I2C 장치 및 메모리 
PROM이 있는지 점검합
니다.

I2C 버스 또는 제어기, 시스템 보드 SEEPROM, DIMM 
SEEPROM 또는 시스템 보드 시계 생성기 문제입니다. 
DIMM 메모리 또는 시스템 보드를 확인하십시오. 

ide@d IDE 제어기를 점검하고 
IDE 버스에 부착된 장치
의 ID를 제공합니다.

하드 드라이브, 광 드라이브, IDE 케이블 또는 I/O 하위 
시스템 칩에 문제가 있습니다. 

network@0 -

network@3

네트워크 제어기 칩을 검
사합니다.

시스템 보드의 기가비트 이더넷 제어기 또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습니다. 

rmc-comm@0,3e8 ALOM 지원 회로를 점검
합니다.

시스템 보드의 직렬 또는 네트워크 관리 칩과 회로에 문제
가 있습니다.

rtc@0,70 실시간 시계를 검사합
니다.

배터리 또는 M5819 칩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 또는 
시스템 보드를 확인하십시오. 

scsi@2

scsi@2,1

SCSI 호스트 제어기를 검
사합니다.

외부 SCSI 장치 또는 LSA0725 칩에 문제가 있습니다. 후
면 패널의 SCSI 연결, 외부 SCSI 장치 및 케이블 연결이나 
시스템 보드를 확인하십시오.

serial@0,2e8

serial@0,3f8

다른 변조 속도로 보조 또
는 기본 직렬 포트를 검사
합니다.

I/O 하위 시스템 칩에 연결된 장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
치 문제가 아닌 경우 시스템 보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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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자가 테스트
전원 공급 자가 테스트(POST)로 시스템 보드 구성 요소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
력이 팁 연결에서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이 절은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67페이지의 "post 명령"
■ 68페이지의 "진단 수준"
■ 68페이지의 "출력 상세 표시 수준"
■ 69페이지의 "POST 설정 방법"
■ 70페이지의 "POST 메시지"

post 명령

post 명령을 사용하여 NVRAM 설정을 대체하고 다른 진단 수준 및 출력 상세 표시 수
준으로 주문형 POST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제:

여기서:

■ level은 off, min, max 또는 menus입니다.
■ verbosity는 none, min, normal, max 또는 debug입니다.

진단 수준이나 출력 상세 표시 수준이 제공되지 않으면 post 명령이 diag-level 및 
verbosity에 대해 NVRAM 설정을 사용합니다. 

ok post level verb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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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수준

표 4-2는 off, min, max 및 menus 진단 수준에서 수행된 검사를 요약합니다.

출력 상세 표시 수준

표 4-3은 출력 상세 표시 수준을 none, min, normal, max 및 debug로 설정할 때 표시
되는 출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 – max 상세 표시 수준에서의 출력은 POST의 이전 버전 출력과 유사합니다.

주 – POST 검사 중에 Ctrl-V 키를 눌러 none, min, normal, max 및 debug 상세 표시 
수준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표 4-2 off, min, max 및 menus 진단 수준에서 수행된 검사

off 수준 min 수준 max 수준 menus 수준

검사가 수행
되지 않습
니다.

• 중요한 CPU 자원 
초기화

• CPU 검사

• CPU I2C 검사

• CPU 메모리

• CPU 핀 점검

• 내부 캐시 검사

• CPU 메모리 스크러빙

• I/O 브리지 칩 검사

min 수준과 동일하
지만 전체 메모리 
검사가 추가됩니다.

모든 주요 검사 그
룹의 대화식 검사입
니다. 사용자가 수
행된 검사를 구성합
니다.

표 4-3 none, min, normal, max 및 debug 출력 상세 표시 수준에서 표시된 출력

none 상세 표시 
수준 min 상세 표시 수준 normal 상세 표시 수준 max 상세 표시 수준 debug 상세 표시 수준

출력이 표시되
지 않습니다.

다음 검사만 표시됩
니다.
전원 공급 자가 테스
트 실행

• 구성 정보가 표시
됩니다.

• 검사 그룹이 표시
됩니다.

POST의 대부분의 단
계가 확인됩니다.

POST의 모든 단계가 
자세히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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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 설정 방법

POST를 실행하고 해당 출력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시스템에서 POST를 실행할 ok 프롬프트를 가져옵니다.

55페이지의 "ok 프롬프트 가져오는 방법"를 참조하십시오.

2. 변조 속도를 설정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3. 진단 및 자동 부트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4. 표 4-4에 나열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직렬 장치와 팁 연결을 설정합니다.

5. 직렬 장치에서 Enter 키를 여러 번 눌러 두 시스템 간의 쌍방향 프로토콜을 동기화합니다. 

직렬 장치에 ok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6. 직렬 장치에 post 명령을 입력합니다.

예제:

POST가 실행됩니다.

POST가 실행되는 동안 로케이터와 서비스 시스템 LED가 깜박입니다. POST가 종료되
면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ok setenv ttya-mode 9600,8,n,1,-

ok setenv diag-switch? false
ok setenv auto-boot? false

표 4-4 직렬 단말기 통신 매개 변수

매개 변수 값

변조

데이터 비트

패리티

정지 비트

쌍방향 프로토콜

Duplex

9600
8

없음

1

없음

Full

ok post min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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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OST 실행을 중단하려면 직렬 장치에서 Ctrl-X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POST가 
OpenBoot PROM에 컨트롤을 반환합니다.

POST 메시지

POST에는 표 4-5에 설명된 대로 세 가지 메시지 범주가 있습니다.

최신 POST 결과 요약을 보려면 ok 프롬프트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표 4-5 POST 메시지

메시지 유형 설명 예제

Error POST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오류 메시지는 
ERROR 및 END_ERROR 텍스트로 제한
됩니다. 일부 오류 메시지는 단일 오류 
상태에서 다른 POST 프로세스 시간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0>ERROR: TEST = Probe and Setup Memory
0>H/W under test = CPU0 Memory
0>Repair Instructions: Replace items in 
order listed by ’H/W under test’ above
0>MSG = ERROR:  miscompare on mem test!
                Address: 00000000.00000000
                Expected: a5a5a5a5.a5a5a5a5
                Observed: a5a6a5a5.a5a5a5a5
0>END_ERROR

경고 경고 메시지 구조는 오류 메시지와 유
사하지만 이 메시지는 WARNING 및 
END_WARNING 텍스트로 제한됩니다. 
경고 메시지에는 Repair 
Instructions 줄이 없습니다. 

0>WARNING: TEST = Probe and Setup Memory
0>H/W under test = CPU0 Memory
0>MSG = DIMM size does not match for dimm 
set 0, Dimm0=00000000.40000000, Dimm1=
00000000.20000000
0>END_WARNING

정보 정보 메시지는 단순 메시지로서, 메시
지 앞에 INFO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
보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제
공합니다.

0>Probe and Setup Memory
0>INFO: 1024MB Bank 0, Dimm Type X4 
0>INFO: 1024MB Bank 1, Dimm Type X4 
0>INFO: 1024MB Bank 2, Dimm Type X4 
0>INFO: 1024MB Bank 3, Dimm Type X4 

ok show-post-results
70 Netra 210 서버 시스템 관리 설명서 • 2006년 3월



부록 A

알람 릴레이 출력 응용 프로그램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

이 부록에는 알람의 상태를 get/set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
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LOMIOCALSTATE ioctl 명령으로 알람의 상태를 알아보고 
LOMIOCALCTL ioctl 명령으로 각각의 알람을 설정합니다. 알람 표시기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23페이지의 "알람 상태 표시기"를 참조하십시오.

코드 예 A-1 알람 상태의 get/set 작업을 위한 예제 프로그램

#include <sys/types.h>
#include <string.h>
#include <stdlib.h>
#include <sys/unistd.h>
#include <fcntl.h>
#include "lom_io.h"
 
#define ALARM_INVALID   -1
#define LOM_DEVICE  "/dev/lom"
 
static void usage();
static void get_alarm(const char *alarm);
static int set_alarm(const char *alarm, const char *alarmval);
static int parse_alarm(const char *alarm);
static int lom_ioctl(int ioc, char *buf);
static char *get_alarmval(int state);
static void get_alarmvals();
 
 
main(int argc, char *argv[])
{
 
        if (argc < 3) {
                usage();
                if (argc == 1)
                        get_alarm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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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t (1);
        }
 
        if (strcmp(argv[1], "get") == 0) {
                if (argc != 3) {
                        usage();
                        exit (1);
                }
                        get_alarm(argv[2]);
        }
        else
        if (strcmp(argv[1], "set") == 0) {
                if (argc != 4) {
                        usage();
                        exit (1);
                }
                set_alarm(argv[2], argv[3]);
        } else {
                usage();
                exit (1);
        }
}
 
static void
usage()
{
        printf("usage: alarm [get|set] [crit|major|minor|user] [on|off]\n");
}
 
static void
get_alarm(const char *alarm)
{
        ts_aldata_t     ald;
        int altype = parse_alarm(alarm);
        char *val;
 
        if (altype  == ALARM_INVALID) {
                usage();
                exit (1);
        }
 
        ald.alarm_no = altype;
        ald.alarm_state = ALARM_OFF;
 
        lom_ioctl(LOMIOCALSTATE, (char *)&ald);
 
        if ((ald.alarm_state != ALARM_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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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d.alarm_state != ALARM_ON)) {
                printf("invalid value returned: %d\n", ald.alarm_state);
                exit (1);
        }
 
        printf("ALARM %s = %s\n", alarm, get_alarmval(ald.alarm_state));
}
 
static int
set_alarm(const char *alarm, const char *alarmstate)
{
        ts_aldata_t     ald;
        int alarmval = ALARM_OFF, altype = parse_alarm(alarm);
 
        if (altype  == ALARM_INVALID) {
                usage();
                exit (1);
        }
 
        if (strcmp(alarmstate, "on") == 0)
                alarmval = ALARM_ON;
        else
        if (strcmp(alarmstate, "off") == 0)
                alarmval = ALARM_OFF;
        else {
                usage();
                exit (1);
        }
 
        ald.alarm_no = altype;
        ald.alarm_state = alarmval;
 
        if (lom_ioctl(LOMIOCALCTL, (char *)&ald) != 0) {
                printf("Setting ALARM.%s to %s failed\n", alarm, alarmstate);
                return (1);
        } else {
                printf("Setting ALARM.%s successfully set to %s\n", alarm, 
alarmstate);
                return (1);
        }
}
 
static int
parse_alarm(const char *alarm)
{
        int al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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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strcmp(alarm, "crit") == 0)
                altype = ALARM_CRITICAL;
        else
        if (strcmp(alarm, "major") == 0)
                altype = ALARM_MAJOR;
        else
        if (strcmp(alarm, "minor") == 0)
                altype = ALARM_MINOR;
        else
        if (strcmp(alarm, "user") == 0)
                altype = ALARM_USER;
        else {
                printf("invalid alarm value: %s\n", alarm);
                altype = ALARM_INVALID;
        }
 
        return (altype);
 
}
 
static int
lom_ioctl(int ioc, char *buf)
{
        int fd, ret;
 
        fd = open(LOM_DEVICE, O_RDWR);
 
        if (fd == -1) {
                printf("Eroor opening device: %s\n", LOM_DEVICE);
                exit (1);
        }
 
        ret = ioctl(fd, ioc, (void *)buf);
 
        close (fd);
 
        return (ret);
}
 
static char *
get_alarmval(int state)
{
        if (state == ALARM_OFF)
                return ("off");
        else
        if (state == ALARM_ON)
                retur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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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return (NULL);
}
static void
get_alarmvals()
{
        get_alarm("crit");
        get_alarm("major");
        get_alarm("minor");
        get_alarm("u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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