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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설명서는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설명서의 구성 
1장은 사용자가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2장에서는 IPMI(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를 통해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3장에서는 SNMP(Simple Network Protocol)를 통해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4장은 스크립트 기능, 직렬로 콘솔 재지정 및 Serial-Over-LAN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추가 관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록 A에는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서버 관리 명령의 대한 개요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부록에서는 각 명령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록 B에는 액세스 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부록 C에는 진단 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부록 D에는 인벤토리 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부록 E에는 IPM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부록 F에는 플랫폼 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부록 G에는 센서 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부록 H에는 서비스 프로세서(SP) 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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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설명서 

Sun 설명서를 이용하시려면
다음 웹 사이트에서 번역된 버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Sun 설명서를 볼 수 있으며 
인쇄 또는 구입도 가능합니다. 
http://www.sun.com/documentation 

타사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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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정보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for Sun Hardware 
Systems

816-7190-xx

안전 통지 및 국제 준수 
증명서

Sun Fire V20z and Sun Fire V40z Servers—Safety 
and Compliance Guide 

817-5251-xx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설치 설명서 819-6145-xx

보수 유지 절차 및
기타 정보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사용 설명서 819-2917-xx

운영 체제 설치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Linux 운영 
체제 설치 설명서 

817-6155-xx

문제 해결 및 진단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문제 해결 
기술 및 진단 안내서 

819-2927-xx

최신 정보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릴리스 노트 819-2912-xx

여러 서버 모델 비교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z 서버 버전간의 차이점 819-4305-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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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기술 지원
본 제품과 관련하여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기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URL을 참
조하십시오. 
http://www.sun.com/service/cont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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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번호를 함께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 서버 관리 설명서, 문서 번호
817-52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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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소개

개요 
강력한 서버 관리 기능은 업무 중심 서버 유지 관리에 중요합니다. 문제점의 고급 알림 
및 빠른 진단 및 수정은 약간의 서버가 작업 부하량을 견디는 환경에서 중요한 기능입
니다.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및 다양한 서버 관리 기능은 실패율을 줄
이고 관리에 필요한 일손을 잠재적으로 제거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에서 원격 관리를 실행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Sun Fire V20z 서버는 AMD Opteron 프로세서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1U 2P 서버
입니다. 또한 Sun Fire V40z 서버는 AMD Opteron 프로세서 기반의 서버이지만 3U 4P 서
버입니다. 

이 서버는 내장 서비스 프로세서(SP), 플래시 메모리, RAM, 개별 이더넷 인터페이스 및 
서버 관리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우수한 제어 및 최소 전체 유지 비용을 위한 우수
한 서버 관리 도구가 제공됩니다. 타사 프레임워크를 갖춘 SNMP 통합 및 명령줄 인터
페이스(CLI) 또는 IPMI를 사용하여 SP가 있는 플랫폼을 구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용 SP는 완벽한 운영 체제 독립 및 서버 관리의 최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사용 설명서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의 최신 사용 설명서를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sun.com/products-n-solutions/hardware/docs/
Servers/Workgroup_Servers/Sun_Fire_V20z/index.html 
1



이 웹 사이트에는 사용 설명서, 릴리스 노트 및 각 CRU(고객 교체 가능 장치)에 대한 별
도의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웹 사이트 상의 설명서가 소장하고 있는 설명서보다 최근의 것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설
명서 부품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숫자를 참조합니다. 

참고 – 이 웹 사이트에는 출시된 Sun Fire V20z 및 V40z 서버 버전간의 차이점이 설명
되어 있습니다. 부품번호(PN) 817-7185를 참조하십시오. 

두문자어 
표 1-1은 이 문서에 있는 두문자어를 설명합니다.  

표 1-1 두문자어 

두문자어 설명 

ACPI 고급 구성 및 전원 인터페이스 

ARP 주소 해석 프로토콜 

BMC 베이스보드 관리 제어기

CRU 고객 교체 가능 장치(CRU) 

DPC 직접 플랫폼 제어

FRU 현장 교체 장치

grub 막강한 부팅로더 

IPMI IPMI (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

KCS 키보드 제어기 스타일 

KVM 키보드, 비디오 및 마우스 

LAN 로컬 영역 네트워크 

LILO Linux 로더 

LOM Lights Out 관리 

MIB 관리 정보 베이스 

RMCP 원격 관리 제어 프로토콜 

SDR 센서 데이터 레코드 

SEL 시스템 이벤트 로그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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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리 
Sun Fire V20z 또는 Sun Fire V40z 서버의 원격 관리에 필요한 옵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IPMItool에서의 Lights Out 관리(LOM)
■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서비스 프로세서

Sun Fire V20z 및 Sun FireV40z 서버에는 완벽한 OS 독립 및 서버 관리 기능의 최대 가
용성을 위한 전용 칩셋이 있습니다. 이 칩셋은 서비스 프로세서(SP)라고 하며 다음 기능
을 제공하는 내장 PowerPC 칩입니다. 

■ 플랫폼의 환경 모니터링(예: 온도, 전압, 팬 속도 및 패널 스위치)
■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경고 메시지
■ 서버 작업의 원격 제어(서버의 전원을 켰다 끄고 BIOS에서 서버의 부팅 프로세스를 

중지하며 BIOS를 업그레이드하여 서버 운영 체제를 부팅, 종료 및 재부팅함)

참고 – 이 설명서에서 BMC(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BMC는 전용 IPMI 제어기입니다. 이 서버에서 발견되는 SP는 범용이며 BMC
를 에뮬레이트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내장형 CPU입니다. 

SP는 내장된 Linux 버전을 실행하고 모든 서버 관리 기능은 표준 Linux 응용프로그램으
로 개발됩니다. 이것의 유일한 목적은 서버 관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 체제
의 전 기능은 SP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tp 및 텔넷과 같이 많이 익숙한 응용프로그램은 
서버 관리 기능 세트를 지원하는 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SOL Serial Over LAN

SP 서비스 프로세서

SSU 시스템 설치 유틸리티 

SunMC Sun 관리 센터 

UART 범용 비동기 송/수신 

UDP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WAN 광역 통신망 

표 1-1 두문자어 

두문자어 설명 
1 장 소개 3



그림 1-1는 Sun Fire V20z 서버의 후면 패널을 표시합니다. 

그림 1-2는 Sun Fire V40z 서버의 후면 패널을 표시합니다. 

그림 1-1 Sun Fire V20z 후면 패널 

AC 전원 커넥터

AC 전원 스위치
AC 전원 표시기 LED

키보드 마우스
커넥터 커넥터

고장 표시등
및 LED

SP 리셋
버튼

비디오
커넥터

USB
커넥터

직렬 포트
커넥터

SP 10/100
이더넷
커넥터

플랫폼 기가비트
이더넷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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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un Fire V40z 후면 패널 

서버 관리 인터페이스

이 서버에는 SP의 로컬 및 원격 서버 관리 기능이 들어 있으며, SP는 다음과 같이 서버 
관리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 KCS(Keyboard Controller Styl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IPMI 및 IPMI 커널 드라이
버(대역 내) 

■ 로컬 영역 네트워크(LAN)의 IPMI(대역 외) 
■ 타사 SNMP 관리 콘솔을 사용한 SNMP 통합 
■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LOM 

명령줄 인터페이스 

서버 관리 기능은 명령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명령 형식, 인수 목록 및 각 명령의 리턴 코드 목록외에도 이 서버에 사용할 수 있
는 서버 관리 명령 목록을 보려면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AC 전원 커넥터

키보드 마우스
커넥터 커넥터

위치 표시등
버튼 및 LED

SP 리셋
버튼

비디오
커넥터

USB
커넥터

직렬 포트
커넥터

SP 10/100
이더넷
커넥터

플랫폼 Gb
이더넷
커넥터

(두 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표시됨 )
 
수직 PCI 카드 슬롯 (6개 ) 수평 PCI 카드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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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 및 스크립트 기능 

시스템 관리자는 SSH를 사용하여 SP에 로그인하고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위의 작업을 원격으로 호출할 수 있는 쉘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서버 관리 명령을 사용하여 서버의 각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령 줄
에서 다중 시스템을 자동 구성하는 데이터 주도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 관리 시스템은 다수의 서버 전원을 켜고 특정 시간 또는 지정된 조건이 발생
할 경우 부팅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9페이지의 "추가 관리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SNMP 통합

SNMP(Network Management Protocol) 관리는 SNMP 호환 엔티티로 원격 액세스하
여 서버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SP는 근거가 있는 경우 SNMP 경고를 외부 
관리 기능으로 전송합니다. 

SNM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77페이지의 "SNMP 서버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1-3의 다이어그램은 다른 서버 관리 옵션의 통신 경로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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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서버 관리 옵션의 다이어그램 

10/100 Mb/s기가비트 이더넷 

서버

 

IPMItool을 통한
IPMI 관리

OpenIPMI (Linux)
BMC (Solaris™)

타사 관리

SNMP 기반 솔루션 
(HP Open View, 

CA UniCenter등 ) 

서비스

프로세서 (SP)

플랫폼

IPMItool

CLI LOM 

서비스
프로세서 NIC 

플랫폼 NIC 

대역 외
대역 내 

KCS 
(대역 내)

SNMP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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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패널 
조작 패널을 사용하여 SP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조작 패널 위
치에 대한 내용은 그림 1-4 또는 그림 1-5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조작 패널이 처음 전원이 켜졌을 때 상호 작동하지 않는 경우 SP는 기본적으로 
DHCP(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지정합니다. 

 

그림 1-4 Sun Fire V20z 서버 조작 패널 및 버튼 

 

그림 1-5 Sun Fire V40z 서버 조작 패널 및 버튼 

조작 패널 디스플레이조작 패널 버튼

조작 패널 디스플레이
조작 패널 버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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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패널은 다음과 같이 두 줄에서 LCD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때, 
프롬프트에 응답하거나 다음 버튼을 사용하여 동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 패널 디스플레이의 특징
■ Enter 버튼 조합(Select + Forward )은 체크 표시로 나타납니다. 이 버튼 조합은 IP 주

소와 같이 옥텟이 필요한 하위 메뉴 필드의 데이터 선택 사항을 확인합니다. 두 버튼
을 동시에 누르고 동시에 놓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필드에서, Select를 선택하여 데
이터 선택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ancel 버튼 조합(Back + Select)은 X로 표시됩니다. 이 버튼 조합은 메뉴에 따라 작
업을 취소하거나 메뉴 뒤로 이동하고 다른 작업을 취소합니다. 두 버튼을 동시에 누
르고 동시에 놓아야 합니다.

■ IP 주소와 같이 옥텟으로 된 숫자 값의 경우, Back 또는 Forward 버튼을 눌러 자동 
스크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면 숫자 범위 사이에서 더 신속
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30초 이상 표시되는 메뉴 또는 데이터 항목 화면은 취
소되고, 디스플레이는 유휴/배경 상태로 돌아갑니다.

■ 작업을 확인할 때마다, 피드백이 표시되어 성공, 실패 또는 해당 동작이 초기화되었
는지 나타냅니다.

조작 패널의 메뉴 옵션에 대한 전체 목록을 보려면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
버—사용 설명서(819-2917)의 1장 "조작 패널"을 참조하십시오.

표 1-2 조작 패널 버튼 

버튼 기능

  Back - 필드의 데이터 옵션 사이에서 뒤로 이동합니다. 텍스트의 
맨 아래 줄에서만 이동합니다.

  Select - 텍스트의 맨 윗 줄에 표시되는 메뉴 및 필드와 텍스트의 
맨 아래 줄에 표시되는 옥텟의 필드 값 사이에서 앞으로 이동합니
다. 텍스트의 맨 아래 줄에 표시되는 선택된 데이터 옵션을 확인한 
후 저장합니다. (옥텟이 필요한 하위 메뉴 필드를 확인하려면, 
Enter 버튼 조합을 사용합니다.)

 Forward - 필드의 데이터 옵션 사이에서 앞으로 이동합니다. 텍스
트의 맨 아래 줄에서만 이동합니다.

Enter - (Select + Forward, 체크 표시된 조합) IP 주소, 넷마스크 
또는 게이트웨이와 같이 옥텟이 필요한 하위 메뉴 필드의 선택된 
데이터 옵션을 확인한 후 저장합니다.

Cancel - (Back + Select, X 조합) 이전 확인을 취소하고 이전 화면
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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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그룹 
시스템 관리자는 서버에서 서로 다른 여러 사용자 그룹 또는 유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
다. 서로 다른 사용자 유형의 기능이 표 1-3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정 계정을 사용하여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한 경우 우선 초기 관리자 계정
을 설정하여야 다른 사용자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의 "초
기 관리자 계정 생성" 참조) 

사용자 
SP에는 다음 두 클래스가 있습니다. 첫번째 클래스의 사용자는 SSH를 통해 SP에 로그
인 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는 SP에 IPMI 세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클래스의 사용자는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 IPM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생성된 사용자는 SSH를 통해 SP에 액세스할 수 없습
니다.

■ SSH를 통해 로그인한 사용자는 IPMI 인터페이스를 통해 SP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디렉토리 서비스(ADS/NFS) 사용자는 SP를 구성하여 SSH를 통해 SP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렉토리 서비스 사용자는 IPMI 인터페이스를 통해 SP에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암호 파일

로컬 및 비 IPMI 사용자의 암호는 시스템 보안을 향상시키는 표준 Linux 섀도우 암호에 
저장됩니다. 실패한 암호는 사용자가 읽을 수 없는 파일에 있습니다. 

IPMI 사용자의 암호는 별도로 저장됩니다. IPMI 암호 파일은 사용자가 읽을 수 없지만, 
암호는 IPMI 인증 알고리즘의 제한으로 인해 암호화되어 저장되지 않습니다.  

표 1-3 사용자 유형

사용자 유형 기능

모니터 센서 데이터 및 로그의 읽기 전용 액세스 표시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 계정 관리 및 SP 필드를 제외한 모든 기능 업그레이드

관리자 SP 필드를 제외한 모든 기능 업그레이드

서비스 SP 필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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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작업
서버와 함께 제공된 시스템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시스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표 1-4에는 일부 공통 시스템 관리 작업, 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및 본 설명서의 항목 또는 작업 수행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기타 자
원에 대한 참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1-4 시스템 관리 작업

작업

SM 
Console 조작 패널 시스템 관리 명령 SNMP IPMI 

이벤트 분석 예:,
온라인 
도움말

예, 최소 예:
SM 명령 문서

예 예:
SM 명령 
문서

SP 자동구성 예 예: 예:
SM 명령 문서

아니오 아니오

디렉토리 서비스 
구성

예: 아니오 예:
SM 명령 문서

아니오 아니오

외부 파일 시스
템 구성

예: 아니오 예:
SM 명령 문서

아니오 아니오

네트워크 설정 
구성

예: 예: 예:
SM 명령
문서, 온라인 
도움말

아니오 예:

스크립트 기능 
구성

예: 아니오 예:
SM 명령 문서, 
온라인 도움말

아니오 아니오

SMTP 이벤트 알
림 구성

예: 아니오 예:
SM 명령 문서

아니오

SP 날짜 및 시간 
설정 구성

예: 아니오 예:
SM 명령 문서

아니오

SSL 구성 예: 아니오 예:
,

SM 명령 문서

아니오

초기 관리자 계
정 생성

예: 아니오 예:
SM 명령 문서

아니오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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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의 초기 설정 
이 절차에서는 SP의 초기 설정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조작 패널의 기
본 시스템 이름 
정의

아니오 예: 예:
SM 명령 문서

아니오 아니오

시스템 상태 모
니터링

예:
,
온라인 
도움말

예: 예:
SM 명령 문서

예: 예:

전원 켜기 및 
끄기

예:\ 예: 예:
SM 명령 문서

예

소프트웨어 제거 예:
SM 명령 문서

아니오

진단 테스트 
실행

예:
문제
해결 설
명서

아니오 예:
문제
해결 설명서

아니오 아니오

문제 해결 덤프 
유틸리티 실행

예: 예:
SM 명령 문서

아니오 아니오

SP 호스트 이름 
설정

예: 예: 예:
SM 명령 문서

아니오 아니오

네트워크 공유 
볼륨 설정

예: 아니오 예:
SM 명령 문서, 
온라인 도움말

아니오

플랫폼 OS 시작 
및 중지

예: 예: 예:
SM 명령 문서, 
온라인 도움말

아니오 예: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

예: 예: 예:
SM 명령 문서

아니오 예, SP만:

SP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 예: 예:
SM 명령 문서

아니오 예:

표 1-4 시스템 관리 작업 (계속)

작업

SM 
Console 조작 패널 시스템 관리 명령 SNMP I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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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SP에 네트워크 설정 할당 
이 절은 SP 네트워크 설정을 정의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 13페이지의 "DHCP를 사용하여 SP 네트워크 설정 할당"
■ 14페이지의 "정적 SP 네트워크 설정 할당"

참고 – 다른 방법으로, DHCP 서버가 없거나 물리적 액세스가 사용 가능한 경우 IPMI 
커널 드라이버와 결합하여 IPMItool을 사용하는 SP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PMI 서버
를 구성하려면, 18페이지의 "3부: 서버에서 IPMI 액세스 활성화" 및 21페이지의 "4부: 
IPMI LAN 액세스 활성화"에서 운영 체제에 알맞은 절차를 차례로 수행하십시오. 

DHCP를 사용하여 SP 네트워크 설정 할당

다음 절차는 조작 패널에서 DHCP를 사용하여 SP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 네트워크가 DHCP를 사용하지 않거나 SP에 정적 IP 주소를 할당하려는 경우, 14
페이지의 "정적 SP 네트워크 설정 할당"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참고 – 이 절차는 서버 케이블을 연결하여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설치 
설명서의 설명에 따라 전원을 켰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최소 하나 이상의 서버의 SP 포
트가 LAN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1. 서버 전면 패널에 있는 조작 패널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그림 1-6 참조).

LCD 패널에 첫번째 메뉴 옵션이 표시됩니다. 
Menu:
Server Menu

그림 1-6 조작 패널 버튼

Back Select Forward

Cancel은 두 버튼을 모두 누름 Enter는 두 버튼을 모두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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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Forward 버튼을 누릅니다.

Menu:
SP menu

3. SP 메뉴 옵션이 표시될 때까지 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SP Menu:
Set SP IP info?

4. 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프롬프트가 기본 응답과 함께 표시됩니다.
SP use DHCP?
No

5. Forward 버튼을 눌러 Yes로 변경한 다음 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6. 확인 프롬프트에서 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SP use DHCP:
Yes?

이 서버는 IP 주소의 DHCP 서버와 접속을 시도합니다. 서버가 DHCP 응답을 수신하면 
LCD 패널은 DHCP가 지정된 SP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SP 주소가 구성되었다면 서버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DHCP 서버에 의해 할당된 새 IP 주소가 LCD 패널에 나
타나려면 5-10초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초기 관리자 계정 생성에 필요한 지침을 보려면 16페이지의 "2부: SP 보안"에서 계속하
십시오. 

참고 – 자동구성을 수행할 것인지를 묻는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수동으로 SP를 구성
하는 대신, 하나의 SP 구성을 다른 SP로 복제하는 자동구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구성에 대한 지침은 35페이지의 "SP 자동구성(선택 가능한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정적 SP 네트워크 설정 할당 

조작 패널에서, 정적 IP 주소를 사용하는 SP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서브넷 마스크 및 기본 게이트웨이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
는 다음의 샘플 설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P 주소: 10.10.30.5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기본 게이트웨이: 10.10.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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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버 전면 패널에 있는 조작 패널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그림 1-6 참조).

LCD 패널에 첫번째 메뉴 옵션이 표시됩니다.
Menu:
Server Menu

2. SP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Forward 조작 패널 버튼을 누릅니다.

Menu:
SP menu

3. SP 메뉴 옵션이 표시될 때까지 Select 조작 패널 버튼을 누릅니다.

SP Menu:
Set SP IP info?

4. Select 조작 패널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프롬프트가 기본 응답과 함께 표시됩니다.

SP use DHCP?
No

5. Select 조작 패널 버튼을 누릅니다. 

LCD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SP IP Address:
0.0.0.0

6. Back 또는 Forward 조작 패널 버튼을 사용하여 커서가 있는 첫번째 필드의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이 필드에는 0-255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SP IP Address:
10.0.0.0

7. 원하는 값에 도달하면 Select 조작 패널 버튼을 눌러 커서를 다음 필드로 이동시킵니다. 

SP IP Address:
10.0.0.0

8. 원하는 IP 주소가 표시될 때까지 각 필드에서 6단계 및 7단계를 반복한 후, Enter 버튼 
조합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저장합니다. 

다음 네트워크 설정인 서브넷 마스크에도 이 절차를 계속합니다. LCD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SP netmask:
255.25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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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P 주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서브넷 마스크 설정을 편집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Enter 
버튼 조합을 사용하여 서브넷 마스크를 저장합니다. 

다음 네트워크 설정인 기본 게이트웨이에서도 이 절차를 계속합니다. LCD에 다음과 같
이 표시됩니다.
SP IP Gateway
10.10.30.1

10.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 게이트웨이 설정을 편집합니다. 설
정이 완료되면 Enter 버튼 조합을 사용하여 기본 게이트웨이를 저장합니다. 

LCD에 다음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Use new IP data:
Yes?

11. 새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Select 조작 패널 버튼을 누르고, 취소하려면 Cancel 버튼 조합
을 사용합니다.

SP 주소가 구성되었다면 이제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자동구성을 수행할 것인지를 묻는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수동으로 SP를 구성
하는 대신, 하나의 SP 구성을 다른 SP로 복제하는 자동구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구성에 대한 지침은  35페이지의 "SP 자동구성(선택 가능한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12. 16페이지의 "2부: SP 보안"에서 계속하십시오.

2부: SP 보안

서버를 설치하고 SP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한 후, 초기 관리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
다. 그런 다음, 서버의 초기 구성을 수행하고 사용자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시스템 구성을 수행하는 시스템 관리자만이 초기 관리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서버가 처음 배치될 때 SP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설정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서 보안 장애 시, S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한 서비스 거부 공
격에 서버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초기 관리자 계정 생성

각 서버마다 설정 계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정 계정에는 암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정 계정을 사용하여 SP에 처음으로 로그인하면 암호와 공용 키(선택사항)를 사용하여 
초기 관리자 계정을 정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알파벳 문자, 밑줄, 하이픈 또는 마침표로 구성된 문자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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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이름은 고유해야 하며 알파벳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 암호는 인쇄 가능한 문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대소문자가 구별됩니다. 
■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는 32자로 제한되며 null이나 빈 문자열이 될 수 없습니다. 

초기 관리자 계정을 생성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명령줄에서, 17페이지의 "명령줄에서 초기 계정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SM(Sever Management) 콘솔에서, 17페이지의 "SM Console에서 초기 계정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명령줄에서 초기 계정 생성

설정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초기 관리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1. SSHv1 또는 SSHv2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SP의 IP 주소에 연결합니다.

2. 암호가 필요 없는 사용자 setup으로 인증합니다.

# ssh SP의_IP_주소 -l setup

3. 화면 프롬프트의 지시에 따라 초기 관리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초기 관리자 계정을 생성한 후에는 설정 계정이 삭제되고 서버에서 로그아웃됩니다. 이
제 새로운 초기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다른 사
용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암호를 묻는 프롬프트가 표시되는 경우, SP가 이미 계정으로 보안되는 상태임
을 나타냅니다. 관리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모르는 경우, SP 메뉴를 탐색하여 
Use defaults 옵션을 선택하면 조작 패널에서 SP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네트워크에 대한 현재의 모든 설정이 손실되고 SP가 재부팅 됩니다.

SM Console에서 초기 계정 생성

SM Console 기능에 대한 정보는 39페이지의 "시스템 관리 콘솔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SM Console에서 첫번째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브라우저에서 URL 또는 주소 창에 SP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참고 – 초기 관리자 계정을 생성할 경우, 사용권 계약에 동의를 묻는 프롬프트가 표시
됩니다. 초기 관리자 계정을 생성한 후에는 이 프롬프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2. Create Initial Manager-Level User ID 화면에서, 이 계정에 대한 사용자 ID를 입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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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계정에 대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4. 암호를 한 번 더 입력하여 입력한 암호를 확인합니다.

5. 체크 표시 버튼을 누릅니다.

6. SM Console을 사용하여 초기 구성 옵션을 선택합니다.

초기 관리자 레벨의 사용자를 생성한 후에는 Initial Configuration Checklist 화면이 
SM Console에 표시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SP 초기 설정에 대해 원하는 옵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Initial Configuration Checklist는 각 옵션 구성에 사용되는 SM Console 메뉴 옵션 및 
명령을 나열하는 표입니다. 이 표에는 각 옵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움말 
링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 이 표는 초기 관리자를 생성한 후에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계정을 처음 구성한 
시스템 관리자 또는 조작 패널을 통해 계정을 재설정한 시스템 관리자만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구성할 IP 주소, 사용자 이름 및 암호는 SP의_IP_주소, SP_사용자 및 SP_암호로
서 다음 예에서 설명됩니다. 

3부: 서버에서 IPMI 액세스 활성화

이 항목에서는 두 가지의 다른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Linux 기반 서버 및 Solaris 기반 
x86 서버 다음과 같이 사용중인 OS에 해당하는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 18페이지의 "Linux 기반 서버(대역 내)에서 IPMI 액세스 활성화"
■ 20페이지의 "Solaris 기반 x86 서버(대역 내)에서 IPMI 액세스 활성화"

Linux 기반 서버(대역 내)에서 IPMI 액세스 활성화 

1. 서버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root를 인증합니다. 

2.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Documentation and Support Files CD에서 사
용자 OpenIPMI Linux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드라이버는 CD 디렉토리 
/support/sysmgmt/에 있습니다. 

서버에 설치된 OS 계열을 탐색합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d Hat Enterprise Linux, 버전 3용 redhat/rhel3(32 비트 모드는 아키텍처 유형 
“i386”을, 64 비트 모드는 아키텍처 유형 “x86_64”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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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E Enterprise Linux, 버전 8용 suse/sles8(32 비트 모드는 아키텍처 유형 “i386”
을 64 비트 모드는 아키텍처 유형 “x86_64”를 사용합니다.) 

■ SUSE Enterprise Linux, 버전 9용 suse/sles9(64 비트 모드는 아키텍처 유형 
“x86_64”를 사용합니다.)

■ SUSE 9 Professional용 suse/suse9

3.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커널 소스 RPM이 배포 시 이미 설치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rpm -qvi kernel-source 

이 유틸리티가 커널 소스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보고할 경우, 현재 
설치된 Linux 배포의 커널 소스 RPM을 설치합니다. 

■ SUSE 배포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커널 소스 RPM을 설치하십시오. 
# yast2 

■ RedHat 배포에서 현재 커널 소스 RPM을 임시 디렉토리에 다운로드합니다(예: 
/tmp).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패키지를 설치하십시오. 
# rpm -ivh /tmp/kernel-source*.rpm 

4. OpenIPMI Linux 커널 드라이버 RPM을 설치합니다. 

a. 서버에 설치된 OS 계열을 탐색합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d Hat Enterprise Linux, 버전 3용 redhat/rhel3(32 비트 모드는 아키텍처 유형 
"i386"을, 64 비트 모드는 아키텍처 유형 "x86_64"를 사용합니다.) 

■ SUSE Enterprise Linux, 버전 8용 suse/sles8(32 비트 모드는 아키텍처 유형 
"i386"을 64 비트 모드는 아키텍처 유형 "x86_64"를 사용합니다.) 

■ SUSE Enterprise Linux, 버전 9용 suse/sles9(64 비트 모드는 아키텍처 유형 
"x86_64"를 사용합니다.)

■ Suse 9 Professional용 suse/suse9

b.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OpenIPMI RPM 파일을 설치합니다. 

# rpm -ivh openipmi*.rpm 

참고 – 커널 드라이버는 설치 중 커널 소스 코드를 사용하여 컴파일됩니다. 

5. IPMItool을 설치합니다. 

IPMItool은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서버 관리 클라이언트입니다. 

■ 설치된 Linux 배포가 32 비트 "i386"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하
십시오. 
# rpm -ivh ipmitool*.i386.rpm 

■ 설치된 Linux 배포가 64 비트 "x86_64"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
하십시오. 
# rpm -ivh ipmitool*.x86_64.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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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IPMI 커널 장치 드라이버 및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을 테스트
합니다. 

# ipmitool -I open chassis status 

성공할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 
System Power: on 
Power Overload: false 
Power Interlock: inactive 
Main Power Fault: false 
Power Control Fault: false 
Power Restore Policy: unknown 
Last Power Event: 
Chassis Intrusion: inactive 
Front-Panel Lockout: inactive 
Drive Fault: false 
Cooling/Fan Fault: false 
" 

참고 – 다음 재부팅 시, 아래 명령으로 IPMI 커널 드라이버를 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modprobe ipmi_kcs_drv 

참고 – Linux 커널을 업그레이드하려면 22페이지의 "Linux 커널 업그레이드"를 참조
하십시오. 

Solaris 기반 x86 서버(대역 내)에서 IPMI 액세스 활성화 

1. 서버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루트를 인증합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LIPMI Solaris x86 커널 드라이버 및 IPMItool 관리 제어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이 파일들은/support/sysmgmt/solaris9 디렉토리의 Documentation and 
Support Files CD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pkgadd -d ./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모든 패키지의 설치를 확인하십시오.

3.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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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IPMI LAN 액세스 활성화 
이 절에는 두 가지 대역 내 절차와 한가지 대역 외 절차(총 세가지 대안 절차)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중인 OS에 해당하는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 21페이지의 "Linux 기반 서버(대역 내)에서 IPMI LAN 액세스 활성화"
■ 21페이지의 "Solaris 기반 x86 서버(대역 내)에서 IPMI LAN 액세스 활성화"
■ 22페이지의 "IPMI LAN 액세스를 활성화하는 다른 방법(대역 외)"

Linux 기반 서버(대역 내)에서 IPMI LAN 액세스 활성화 

1. 서버의 전원이 꺼지면, 로컬 OS를 부팅하십시오. 

2. 서버에 로그인하여 root 사용자로 인증합니다. 

3. OpenIPMI 커널 장치 드라이버를 로드합니다(18페이지의 "Linux 기반 서버(대역 내)
에서 IPMI 액세스 활성화"의 3단계에서 설치된 것과 같이). 
# modprobe ipmi_kcs_drv 

4. IPMItool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SP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 IPMItool 명령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7페이지의 "구문"을 참조하십시오. 

# ipmitool -I open lan set 6 ipaddr IP_주소 
# ipmitool -I open lan set 6 netmask 넷마스크 
# ipmitool -I open lan set 6 defgw ipaddr 게이트웨이_IP_주소 
# ipmitool -I open lan set 6 password IPMI_암호 

Solaris 기반 x86 서버(대역 내)에서 IPMI LAN 액세스 활성화 

1. 서버의 전원이 꺼지면, 로컬 OS를 부팅하십시오. 

2. 서버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root를 인증합니다. 

3. IPMItool을 사용하여 다음 명령으로 SP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 IPMItool 명령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7페이지의 "구문"를 참조하십시오. 

# ipmitool -I lipmi lan set 6 ipaddr IP_주소 
# ipmitool -I lipmi lan set 6 netmask 넷마스크 
# ipmitool -I lipmi lan set 6 defgw ipaddr 게이트웨이_IP_주소 
# ipmitool -I lipmi lan set 6 password IPMI_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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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I LAN 액세스를 활성화하는 다른 방법(대역 외) 

1. SSHv1 또는 SSHv2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SP의 IP 주소에 로그인합니다. 

2. 새로 생성된 관리 사용자로 인증합니다(16페이지의 "2부: SP 보안" 참조). 

# ssh SP의_IP_주소 -l SP_사용자 

3. IPMI LAN 액세스를 활성화하고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암호를 지정합니다. 
# ipmi enable channel lan 
# exit 

참고 – 이 암호는 다음 예에서 IPMI_암호로 참조됩니다. 

4. IPMItool 사용, IPMI LAN 액세스 테스트 

# ipmitool -I lan -H SP의_IP_주소 -P IPMI_암호 chassis status 

Linux 커널 업그레이드 
설치된 Linux 커널을 더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업그레이드된 IPMI 커널 
장치 드라이버를 컴파일해야 합니다. 

1. 업그레이드된 커널 바이너리 RPM 패키지 버전과 일치하는 터널 소스 RPM을 설치합
니다. 

2. 서버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root를 인증합니다. 

3. 다음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 cd /usr/src/kernel-modules/openipmi 

4.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모듈을 재 컴파일합니다. 
# make clean 
# make 
# make install 

5.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IPMI 커널 장치 드라이버 및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을 다시 
테스트합니다. 

# ipmitool -I open chassis status 

성공할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 
System Power: on 
Power Overload: false 
Power Interlock: inactive 
Main Power Fault: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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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Control Fault: false 
Power Restore Policy: unknown 
Last Power Event: 
Chassis Intrusion: inactive 
Front-Panel Lockout: inactive 
Drive Fault: false 
Cooling/Fan Fault: false 
" 

참고 – 다음 재부팅 시 아래 명령으로 IPMI 커널 드라이버를 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modprobe ipmi_kcs_drv 

현장 통합 
서버를 배치할 때 사용자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통합 전략을 판단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서버에는 플랫폼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에서 분리된 SP의 네트워크 연결이 들어 있습
니다. 이것으로 서버를 구성하여 SP를 독립적인 관리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제작 네트워
크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 데이지 체인 연결하기 
그림 1-7, 그림 1-8 및 그림 1-9과 같이 SP 커넥터를 사용하여 다중 서버를 여러 데이지 체
인 구성으로 서로 연결하여 관리 LA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Gb 커넥터를 사용하
여 서버를 외부 LAN에 연결하는 방법이 다음 세 그림에 나와있습니다. 

참고 – 다수의 서버를 연결할 때에는 적어도 1 m 이상의 크로스 오버 케이블을 사용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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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관리 LAN의 중복 데이지 체인 구조(스위치 레벨)

서버와 서버를 연결할 때에는 RJ-45 크로스 오버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SP 포트 상
단 또는 하단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지 체인에서 서버를 구성하려면, 체
인의 첫번째 서버와 마지막 서버를 다른 스위치에 연결하십시오. 

그림 1-7의 구성에서, 체인의 상단과 하단을 중복 연결하려면 트리 확장이 가능한 두개
의 관리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트리 확장 검색이 불가능한 스위치인 경우, 체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에서 한 부분에만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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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관리 LAN의 중복 데이지 체인 구조(포트 레벨)

서버와 서버를 연결할 때에는 RJ-45 크로스 오버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SP 포트 상
단 또는 하단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지 체인으로 서버를 구성하려면, 체
인의 첫번째 서버와 마지막 서버를 다른 스위치에 연결하십시오. 

그림 1-8의 구성에서, 체인의 상단과 하단을 중복 연결하려면 트리 확장이 가능한 관리 
스위치가 한 개 필요합니다. 트리 확장 검색이 불가능한 스위치인 경우, 체인의 상단 또
는 하단 중에서 한 부분에만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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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관리 LAN의 비 중복 데이지 체인 구조

서버와 서버를 연결할 때에는 RJ-45 크로스 오버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SP 포트 상
단 또는 하단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 1-9의 구성에서는 관리 LAN에 중복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드라이버 및 응용프로그램
플랫폼 드라이버 및 응용프로그램의 설치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SP와 플랫폼 사이의 통신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
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을 강제로 종료하기 보다는 전원 끄기 및 
재설정을 통해 올바르게 종료 또는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SNMP 트랩을 SP의 SNMP 데몬을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SP가 플랫폼 운영 체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시
스템 점검 오류를 처리하도록 허용합니다.

■ 해당 SP가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추가 Vital Product Data를 수집하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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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SP가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벤토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합니다.

■ SP에서의 플랫폼 BIOS 업데이트를 허용합니다.

Newisys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기능은 SP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플랫폼을 안전하게 종료하고 재부팅할 수 있는 기능

■ 복구 가능한 시스템 확인 이벤트 및 ECC 오류에 대한 통지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 

■ 플랫폼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 현재 OS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기능

■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현재 버전 및 인벤토리를 판별할 수 있는 기능 

■ CPU Vital Product Data 및 인벤토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 플랫폼 심박동을 통해 플랫폼 실행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능

■ SP의 SNMP 서버에 부착된 경우, 플랫폼 측면의 SNMP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 sp set jnet명령으로 플랫폼 JNET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아래 기능 또는 특징은 플랫폼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마지막 BIOS 부팅 중에 SP가 완전히 부팅되어야 합니다.

■ BIOS 인벤토리 정보는 SP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P 시간은 플랫폼에 동기화됩니다.

■ SP를 통해 최적화된 열 관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타 중요 사항

■ 플랫폼 운영 체제를 설치할 때 언어 지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선택할 경우, 적절한 버전의 타사 드라이버도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플랫폼 운영 체제를 설치할 경우, 전원 상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원 상태를 선택
할 때에는 Suspend 및 Hibernate를 끄십시오.

■ SP와 내부 통신을 지원하는 플랫폼 사이에는 개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 링크 로컬 주소 169.254.101.2는 SP에 할당됩니다.

■ 링크 로컬 주소 169.254.101.3은 이 개인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용 플랫폼에 할당됩
니다. 이 주소는 임의로 생성되지 않는 물리적 할당 주소이며 충돌을 검색합니다. 
sp set jnet 명령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드라이버
는 실행할 JNET 통신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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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참고 – 조작 패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 옵션에 대한 전체 정보는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P의 IP 주소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조작 패널을 사용하여 SP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면 업데이트는 실패합니다.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IP 주소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
시오. (자세한 정보는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네트워크에 설치된 새 네트워크 공유 볼륨(NSV)은 펌웨어 패키지를 포함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SP에서 이 펌웨어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권장되는 방법은 Update Server를 통해 Java 응용프로그램이 NSV에서 SP로 패키지
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 Update Server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여러 SP를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
습니다.

■ SP 기본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려면 Update Server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 또한, SP를 사용하여 NSV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NFS) 마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
다. 이 작업을 수행한 후, 포함된 NSV 및 패키지는 SP에 로컬로 나타나며 업데이트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30페이지의 "Update Server 응용프로그램 구성 및 시작"의 구성 파일 예제 데이
터 줄에서 나타난 대로, 최신 BIOS 버전 번호는 최신 NSV 버전 번호와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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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네트워크로 액세스할 수 있는 서버의 NSV

위의 그림에서, NSV는 압축이 풀린 다음 업데이트된 패키지를 필요로 하는 SP에 의해 
네트워크로 액세스할 수 있는 서버에 저장되었습니다. SP1은 NSV를 직접 마운트하였
고, SP2, SP3 및 SP4는 Update Server를 통해 NSV에 액세스합니다. 

참고 – 이 예에서, SP1은 Update Server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SP 기본 패키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File Server 선택 및 설정

SP에 네트워크로 액세스할 수 있는 서버를 선택합니다.

참고 – Update Server에는 1.4 버전 이상의 Java가 필요합니다. Update Server를 사용
하려는 경우, 쉘 또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고 java –version을 입력하여 버전을 확
인합니다. 

NSV를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NSV의 가장 최신 CD를 사용합니다.

2. 압축된 NSV의 파일을 선택한 파일 서버 위치에 추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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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Linux에서 압축된 파일의 압축을 풀 경우, -a 스위치(예: unzip -a 
filename.zip)를 사용하여 텍스트 파일을 대상 운영 체제에 맞는 EOL(End-Of-Line) 
종결로 강제 변환해야 합니다.

새 릴리스 선언 파일(releaseVersion.xml)은 NSV의 루트 디렉토리에 추가됩니다. 
NSV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3 페이지의 "Network Share Volume(NSV) 
CD-ROM"을 참조하십시오.

3. Linux 기반 시스템의 경우 NSV 디렉토리가 내보내졌는지 확인합니다.

4. 다음과 같이 Update Server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데이트할 것인지 NFS 마운트
를 사용하여 업데이트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Update Server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경우, 30페이지의 "Update Server 응용
프로그램 구성 및 시작"으로 이동하십시오.

■ NFS 마운트 방법을 사용하여 업데이트 하려는 경우, SP에 로그인 후 NSV를 마운트
합니다. 

예를 들어, 새 NSV가 있는 시스템의 IP 주소가 10.10.20.100이고 newNSV라는 디렉토
리에 NSV 파일의 압축을 푼 경우,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합니다.

sp add mount –r 10.10.20.100:/newNSV -l /mnt

이렇게 하면 /mnt/sw_images/의 SP에 NS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페이지의 "업데이트용 패키지 확인"에서 계속하십시오.

Update Server 응용프로그램 구성 및 시작

Update Server 구성 파일을 사용하면 다양한 버전의 여러 패키지를 하나 이상의 SP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업데이트를 선택하려면 다음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1. NVS/update_server/Vx.xx를 탐색하여 구성 파일을 찾습니다. (여기서, Vx.xx는 사
용하려는 버전입니다.) 

구성 파일은 아래의 예제 데이터 줄을 포함합니다.

SP_BASE V2.0.0.38 /nsv/sw_images/sp/spbase/V2.0.0.38/install.image

SP_BASE V2.0.0.40 /nsv/sw_images/sp/spbase/V2.0.0.40/install.image

SP_VALUE_ADD V2.0.0.38 /nsv/sw_images/sp/spvalueadd/V2.0.0.38
/install.image

SP_VALUE_ADD V2.0.0.40 /nsv/sw_images/sp/spvalueadd/V2.0.0.40
/install.image

BIOS-X250Alpha V1.27.9 /nsv/sw_images/platform/firmware/bios/V1.27.9
/bio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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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최신 BIOS 버전 번호는 위의 예에서와 같이 최신 NSV 버전 번호와 일치하지 않
습니다. 

각 데이터 줄에는 세 칸으로 구분된 다음 값이 포함됩니다.

■ 패키지 유형: SP-BASE, SP_VALUE_ADD, BIOS

고유 BIOS 펌웨어를 각각 요구하는 여러 제품에 대해 BIOS 업데이트를 지원하려면, 
BIOS 패키지는 제품 ID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품 ID는 platform get product-
id 명령에서 반환되는 값입니다. 또한 NSV에 포함된 BIOS 소프트웨어 선언
(swimventory.xml)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 사용된 실제 제품 ID는 
x250 Alpha입니다. 구성 파일 내의 BIOS 패키지 유형에 이를 포함시킬 경우, BIOS
와 제품 ID 사이에 하이픈을 추가해야 하며 제품 ID 문자열의 공백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 버전(표준 버전 형식): V[major].[minor].[patch].[build].

■ 파일 경로: 업데이트 파일의 실제 경로 및 파일 이름

2. 구성 파일에서, 각 데이터 줄은 # 기호로 시작합니다. 업데이트해야 할 파일을 표시하려
면, 올바른 버전 번호를 추가한 후 데이터 줄의 시작 부분에 있는 # 기호를 제거합니다.

3. Update Server 응용프로그램이 포함된 NSV 폴더를 탐색하여 다음 명령 줄을 통해 서
버를 시작합니다. 

java -jar updateServer.jar –c updateServer.config
-p <port> –l logfile.log

updateServer.jar 파일은 NSV의 update_server 폴더에 위치합니다. 

■ –l 플래그를 사용하여 로그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데이트 처리의 시작과 종결 부분만 콘솔로 전송됩니다. 

■ 업데이트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로그 파일로 전송되며, 이 로그 파일은 업
데이트가 실패할 경우 문제 해결에 유용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이 서버는 포트 번호 52708을 사용합니다.

■ 이 포트 번호가 이미 사용 중일 경우, 옵션인 -p 플래그를 사용하여 다른 포트를 지정
합니다. 

■ 지정된 경로에서 파일을 찾을 수 없을 경우, Update Server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
정된 경로에서 파일을 찾을 경우, 서버는 모든 SP의 업데이트 요청을 수신할 준비가 
됩니다. 

■ Update Server는 다른 SP로부터 여러 업데이트 요청을 동시에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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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용 패키지 확인

1. 현재 어떤 패키지가 SP에 설치되어 있는지 판별하려면, SP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
시오. 

inventory get software

2. 실행중인 Update Server에서 어떤 패키지가 사용 가능한지 판별하려면, SP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inventory get remote-software –i <서버_IP주소> -p <서버_포트>

참고 – 오래된 SP 버전의 일부는 -i 또는 -p 옵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버전은 
다음 인수만을 허용합니다. [{-a|--all}], [{-D|--Delim}], and [{-H|--
noheader}].

3. 현재 설치된 패키지와 마운트된 NSV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비교하려면, SP에
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inventory compare versions –f <선언_파일이름>

4. 현재 설치된 패키지와 Update Server 실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비교하려면, SP
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inventory compare versions –i <서버_IP주소> -p <서버_포트>

참고 – 일부 오래된 SP 버전은 -i 또는 -p 옵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버전은 
다음 인수만을 허용합니다. [{-a|--all}], [{-D|--Delim}], and [{-H|--
noheader}].

SP 기본 패키지 업데이트

참고 – Update Server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조작 패널의 
SP 메뉴에서 SP Update Flash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 기본 구성요소는 SP Value-Add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SP Value-Add 구성
요소도 이 프로세스의 일부로써 업데이트됩니다. 

참고 – Value-Add 패키지는 새 릴리스의 모든 기능 업데이트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릴리스 노트를 확인하여 업데이트해야 하는 패키지를 판별합니다.

1. SP에 로그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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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과 같이 SP 명령을 실행하여 SP에서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sp update flash all –i <서버_IP주소> -p <서버_포트> –r <버전>

■ 옵션인 -p 플래그는 서버가 기본 포트 이외의 포트에서 실행중임을 나타냅니다. 이 
명령은 Update Server를 핑(ping)하여 실행 여부를 판별합니다. 성공할 경우, SP가 
재부팅되고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연결이 끊어집니다. 

■  -r 플래그는 요청된 원격 패키지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LATEST가 지정될 경우 이 
패키지의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이 요청됩니다.

참고 – 오래된 SP 버전은 -r 옵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SP 버전에서 sp 
update flash all명령을 실행할 경우, Update Server는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가
장 최신 버전으로 자동 업데이트합니다.

3. 서버의 업데이트 프로세서를 모니터링합니다. 설치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종료될 때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자세한 내용은 Update Server 로그 파일에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SP는 새 버전으로 재부팅됩니다.

참고 – 새 버전의 SP Base 또는 Value-Add 패키지로 업데이트하더라도 NSV에 관련 
설명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도움말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마
운트한 후, SP Value-Add 패키지의 해당 버전에 대한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를 확인하십
시오. 최신 버전의 설명서가 /docs 디렉토리에 설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SP Value-Add 패키지 업데이트

SP Value-Add 구성요소는 새 릴리스의 모든 새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노
트를 확인하여 Value-Add 패키지를 업데이트할 것인지 SP Base 패키지를 업데이트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참고 – SP Base 패키지를 이미 업데이트한 경우, 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지 않아도됩
니다.

1. SP에 로그온합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p update flash applications –i <서버_IP주소> -p <서버_포트> 
-r <패키지_버전>

참고 – NFS 마운트를 사용할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sp update flash applications -f <파일_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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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업데이트

이 절의 다음 절차에 나타난 대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BIOS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
니다.

■ Update Server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NSV를 마운트합니다.
■ BIOS 이미지를 직접 복사합니다.

Update Server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BIOS 업데이트

1. Update Server를 사용하려면 30 페이지의 "Update Server 응용프로그램 구성 및 시작"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2. SP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platform set os state update-bios -i <서버_IP주소> -p <서버_포트> 
-r <패키지_버전>

NSV를 마운트하여 BIOS 업데이트

1. SP에 로그온하여 NSV를 마운트합니다. 

예를 들어, 새 NSV가 있는 시스템의 IP 주소가 10.10.20.100이고 newNSV라는 디렉토
리에 NSV 파일의 압축을 푼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p add mount –r 10.10.20.100:/newNSV

이렇게 하면 /mnt/sw_images/의 SP에 NS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SP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platform set os state update-bios 
/mnt/sw_images/platform/firmware/bios/Vx.x.x.x/bios.sp 

BIOS 이미지를 복사하여 BIOS 업데이트

1. NSV의 BIOS 이미지를 SP 파일 시스템의 /tmp 폴더에 직접 복사합니다.

2. SP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platform set os state update-bios /tmp/bio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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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업데이트

SP 기반 진단 테스트는 NSV에 저장되어 SP의 /diags 심볼릭 링크로 참조됩니다. SP 
소프트웨어는 기본 버전의 진단 기능을 참조합니다. 그러나, 새 버전이 출시되어 NSV
에 저장된 경우, 이 새 버전을 사용하려면 해당되는 새 버전을 지정해야 합니다. 

1. SP에 로그온합니다.

2. sp add mount 명령을 사용하여 NSV를 마운트합니다. 예:

sp add mount –r <네트워크_경로>

이는 /mnt의 네트워크_경로에 의해 지정된 디렉토리를 마운트합니다.

3. 마운트가 성공했는지 확인하려면, ls /mnt/diags를 입력합니다. 예:

ls /mnt/diags V2.4.1.0

4. sp update diags명령을 사용하여 소프트 링크를 /diags에서 원하는 진단 디렉토
리로 설정합니다. 예:

sp update diags –p /mnt/diags/V2.4.1.0

5. 새 소프트 링크를 확인하려면, ls –l /diags를 입력합니다. 예:

ls –l /diags /diags -> /mnt/diags/V2.4.1.0

6. 진단 하위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diags

이 명령은 diags 명령의 하위 명령을 모두 나열합니다.

참고 – 진단 모듈 및 샘플 출력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P 자동구성(선택 가능한 방법) 
자동구성은 이미 다른 SP로 구성된 SP에서 대다수의 구성 파일을 복제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서버는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를 제외한 동일한 구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단일 SP를 구성한 후(사용자 설정, 호스트, 인증, 마운트 등), 다른 SP에 설정
이 동일하도록 자동구성을 실행합니다. 또한, 하나의 SP 구성을 수정할 경우 각 SP에 자
동구성을 다시 실행하여 모든 수정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구성 
서버의 IP 주소를 x.x.x.1로 설정합니다.) 

자동구성 프로세스 중에 복사 또는 복사되지 않은 파일 목록을 보려면 37페이지의 "자
동구성 프로세스에서 복사된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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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자동구성은 구성을 통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구성을 덮어씁니다. 

참고 – 자동구성은 다른 서버 플랫폼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Sun Fire V20z SP의 
설정을 사용하고 있는 Sun Fire V40z SP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참고 – 또한, 자동구성은 다른 SP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버는 동
일한 SP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SP의 IP 주소 설정을 완료할 때 나타나는 프롬프트 또는 조작 패널의 SP 메뉴 옵션에서 
언제든지 자동구성을 선택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SP의 자동구성을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조작 패널에서 다음 프롬프트가 나타날 때까지 Forward 또는 Back 버튼을 누릅니다. 

SP Autoconfigure? 

2. 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SP Auto Setup? 
No 

3. Forward 또는 Back 버튼을 눌러 프롬프트를 Yes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설정에 대한 지침은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설치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4. 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SP는 IP 주소를 찾습니다. 

■ SP가 성공적으로 IP 주소를 찾은 경우, 이 SP의 IP 주소를 나타내는 프롬프트가 다음
과 같이 나타납니다. 
Setup Server IP: 
x.x.x.1 

여기서, x.x.x는 SP IP 주소의 첫번째 세 개 옥텟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10.10.30.19인 경우, 프롬프트에 나타나는 주소는 10.10.30.1입니다.

이 경우, 조작 패널의 Select 버튼을 눌러 자동구성을 시작합니다. 

■ SP가 IP 주소를 찾지 못하면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Unable to get 
SP IP address 

이 경우, 조작 패널의 Select 단추를 눌러 자동구성을 시작하기 전에 수동으로 IP 주
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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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구성이 완료되어 SP가 자동으로 재부팅될 때 까지 잠시 기다리십시오. 

자동구성이 실행 중인 경우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SP AutoConfigure 
in progress 

참고 – 자동구성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실패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지우려면 아무 버
튼이나 누르십시오. 

자동구성 프로세스에서 복사된 파일 

표 1-5는 자동구성 프로세스 중에 복사된 파일 목록을 제공합니다. 표 1-6은 이 프로세
스 중에 복사되지 않은 파일 목록을 제공합니다. 

자동구성 프로세스는 일부 파일에서 일부 안전 점검을 실행합니다. 

■ passwd 및 shadow 파일은 access 명령으로 생성될 수 있는 사용자 계정만을 통과
시킵니다.  

■ root 계정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복제되지 않습니다. 
■ fstab 파일은 /mnt에 대한 마운트 포인트 정보만을 통과시킵니다.
■ 시스템에 승인 받은 사용자의 ssh 키 파일만 대상에 복제되었습니다. 대상에서 제거

된 사용자의 키 파일이 제거되었습니다. 
■ 2.1.* SP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파일 IPMIConfig.xml 및 SystemStruct.xml은 

제품 IP 및 보드 수정이 동일한 경우에만 복사됩니다. 이 파일은 버전 2.1.* SP 소프트
웨어에서 버전 2.2.* SP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서버 또는 그 반대로 전송될 수 없습
니다.

모든 파일은 SSL 소켓 연결을 통해 두 개의 호스트에서 전송됩니다. 
ssl_not_enforced 옵션이 활성화 상태가 아니어도 이것은 true입니다.  

표 1-5 자동구성 프로세스에서 복사된 파일  

파일 목적

/pstore/passwd 사용자 계정 목록 

/pstore/group 사용자 그룹 목록 

/pstore/shadow 사용자 계정 암호(로컬 사용자 전용) 

/pstore/fstab /mnt 파일 시스템 정보 

/pstore/smb.creds SMB 마운트용 사용자/암호 정보

/pstore/evcfg.xml 이벤트 관리자 구성 파일 

/pstore/seccfg.xml 보안 관리자 구성 파일 

/pstore/oppanelcfg.xml 조작 패널 구성 파일

/pstore/snmpd.conf.template SNMP 구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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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ore/snmp_proxy_community.txt SNMP 구성 파일

/pstore/resolv.conf 디렉토리 이름 서비스 구성

/pstore/jnet_config JNET 네트워크 구성

/pstore/krb5.keytab Kerberos 인증 구성(Windows 인증용)

/pstore/ssl_not_enforced SM GUI 콘솔용 SSL 요구 사항 비활성화

(참고: SM GUI 콘솔은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에서 사용가능하지 않습니다.) 

/pstore/user_ssl_server.key,.crt SM GUI 콘솔용 SSL 키 및 인증 
(참고: SM GUI 콘솔은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에서 사용가능하지 않습니다.) 

/pstore/ssh_known_hosts SSH 호스트 키(인증된 호스트)

/pstore/ssh_authorized_keys/* SSH 사용자 키(인증된 사용자)   

/pstore/IPMI/IPMIConfig.xml IPMI 구성

/pstore/IPMI/ipmiusers IPMI 사용자 목록

(참고: 버전 2.1.* SP 소프트웨어를 실행중인 서
버 또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복사되지 않습니다.) 

/pstore/SystemsStruct.xml 사용자에 의해 수정된 센서 임계값 

/dev/mtd/custom 사용자 구성 영역 

표 1-6 자동구성 프로세스에서 복사되지 않은 파일  

파일 목적

/pstore/mc.conf 장치 점검 구성 

/pstore/hostname 로컬 SP 호스트이름

/pstore/ifcfg2-eth0 로컬 SP IP 구성 

/pstore/dimm.map 플랫폼 DIMM 구성

/pstore/edstatefile 로컬 SP 이벤트 로그

/pstore/emstatefile 로컬 SP 이벤트 로그

/pstore/hwinventory 하드웨어 인벤토리 목록 

/pstore/inv_manifests/*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목록 

/pstore/snmpd.conf SNMP 엔진 고유 ID 

/pstore/sp_uuid SP 고유 ID 

표 1-5 자동구성 프로세스에서 복사된 파일 (계속) 

파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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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및 플랫폼 네트워크 MAC 주소 판단 

사용중인 서버의 SP 또는 플랫폼의 MAC 주소를 판별해야 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
하십시오.

# ssh SP의_IP_주소 -l SP_사용자이름 sp get mac

# ssh  SP의_IP_주소 -l  SP_사용자이름 platform get mac

시스템 관리 콘솔 기능
서버는 명령줄 또는 웹 기반의 SM(System Management) Console 그래픽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SM Console 인터페이스로 수행할 수 있
는 작업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참고 – 명령줄에 대한 전체 정보는 이 설명서의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설정 구성

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자 레벨의 사용자는 SM Console을 사용하여 IP 주소 방식(정적 
또는 DHCP)을 정의하는 SP 네트워크 설정 및 기타 네트워크 설정(호스트 이름, DNS 
서버 주소 및 도메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전 절의 설명과 같이, 조작 패널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거나 온라인 도
움말의 설명과 같이 sp ip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tore/ssh/ssh_host* SSH 호스트 키

/pstore/IPMI/sdrr IPMI 센서 데이터 인벤토리 

/pstore/IPMI/SEL IPMI 센서 이벤트 로그 

표 1-6 자동구성 프로세스에서 복사되지 않은 파일  (계속) 

파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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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네트워크 구성

SM Console에서 SP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메뉴 표시줄에서 Configuration>SP Network를 차례로 누릅니다.

2. Settings 테이블에서, 사용하려는 IP 주소 방식(DHCP 또는 정적 IP 주소)에 대한 라디
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3. Static IP Addres를 선택한 경우, IP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 및 서브넷 마스트를 입력합
니다.

4. 다른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합니다. 

■ SP의 호스트 이름

■ DNS 서버의 단일 IP 주소(해당되는 경우)

■ 공백으로 구분된 검색 도메인 목록(해당되는 경우)

5. 체크 표시된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참고 – DHCP를 선택한 경우, SP는 DHCP 서버를 브로드캐스트하여 동적 IP를 사용합
니다. IP 주소 정보가 표시되지만, 이 정보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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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OS 시작 및 중지

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자 레벨의 사용자는 SM Console에서 플랫폼 운영 체제를 시작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메뉴 표시줄에서, Management>Platform Operations를 차례로 
누른 후, 아래 테이블에 나열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옵션을 선택한 다음 체크 표시 버튼을 누르면, 이 동작은 서버에서 초기화됩니다. 도움
말 텍스트는 처리중인 프로세스와 결과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현재 상태는 System 
Status 버튼에 반영되어 해당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Platform Operating System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아래 상태 중 하나가 도움
말 패널에 표시됩니다. 
■ Off
■ On
■ Communicating 
■ Diagnostics 
■ Sleeping 
■ BIOS booting 
■ BIOS setup 
■ OS booting 
■ OS shutting down 

표 1-7 옵션 중지 및 시작

옵션 설명

Power On / 
Restart

Power On/Restart 옵션은 플랫폼 운영 체제를 시작합니다. 

Boot into BIOS Setup 옵션은 플랫폼을 부팅하고 BIOS가 설정 모드로 들
어가도록 합니다. 이 옵션을 통해 플랫폼 콘솔에서 BIOS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후, BIOS 구성 화면에 액세스하여 BIOS 설
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BIOS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중인 
서버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원격으로 액세스하려면, SM Console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Troubleshooting>SP SSH Console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platform console 명령을 실행합니다. 

Forced Restart 옵션은 시스템 재시작 중에 운영 체제 종료 단계를 우회합
니다. 이 과정은 데이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Shutdown / 
Power Off

Shutdown/Power Off 옵션은 플랫폼 운영 체제를 종료하고 해당 시스템
의 전원을 끕니다.

Forced Power Off 옵션은 운영 체제의 종료 단계를 우회합니다. 이 과정
은 데이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종료해야 할 경우, Forced 
Power Off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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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platform 하위 명령으로 명령줄에서 플랫폼 상태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정보는 이 설명서의 부록 F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전원이 꺼져있는 경우, Shutdown/Power Off 옵션은 현재 상태로 인해 해당 옵션
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SMTP 이벤트 알림 구성

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자 레벨의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서버를 통해 생성된 이벤트에 대한 전자 메일
을 전송합니다.

■ 이벤트의 심각도에 따라 전자 메일을 발송합니다.

■ 제목 및 내용(긴 형식) 또는 제목만(짧은 형식)을 포함하는 전자 메일을 전송하여 전
화기, 호출기 등과 같은 대상 장치를 지원합니다.

SMTP 알림은 이벤트에 대한 빠른 알림 및 위험 상황에 대한 빠른 응답을 확인합니다. SM 
Console 또는 sp smtp 명령을 사용하여 SMTP 이벤트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수행하여 SM Console에서 자동 SMTP 전자 메일 경고를 구성합니다.

1. 메뉴 표시줄에서 Configuration>SMTP Event Notification을 차례로 누릅니다.

2. SMTP 서버 이름을 입력합니다(전자 메일이 발송될 SMTP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중 하나). DNS가 SP에 구성되지 않은 경우,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3. 각 심각도 레벨에 대해, 콤마로 분리된 전자 메일 주소의 목록을 입력합니다. 이는 각 심
각도 레벨에 대한 전자 메일을 수신할 주소입니다. 심각도 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 경고
■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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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SMTP 이벤트 알림

참고 – 짧은 전자 메일 형식 및 긴 전자 메일 형식에 대한 각각의 주소 목록을 입력합니
다. 각 전자 메일 주소사이에 콤마를 입력합니다. 더 짧은 텍스트가 요구되는 호출기 전
자 메일 주소에 대한 각각의 목록을 입력합니다.

4. 체크 표시 버튼을 눌러 설정 사항을 저장합니다.

디렉토리 서비스 구성

디렉토리 서비스 옵션을 구성하여 SP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정보가 저장되거나 액세스되
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SM Console 또는 access 하위 명령을 사용하여 디렉토리 서비스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 설명서의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표 1-8 디렉토리 서비스 옵션

옵션 설명

NIS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UNIX에서 시작된 디렉토리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 로컬 
파일 및 원격 NIS 서버는 모두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ADS Active Directory Service: Microsoft의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로컬 파일 및 원
격 ADS 서버는 모두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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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Console에서 디렉토리 서비스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메뉴 표시줄에서 Access Control>Directory Services를 차례로 누릅니다.

2. 로컬 인증만 사용하려는 경우, Settings 테이블에서 첫번째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또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네트워크 디렉토리 서비스 데이터베
이스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림 1-13 디렉토리 서비스 구성

3. 2단계에서 선택한 옵션의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4. 2단계에서 선택한 옵션의 서버 이름을 입력합니다. (여러 서버의 경우, 각 서버 이름 사
이에 콤마를 입력합니다.)

5. ADS를 선택한 경우, 조직 단위(OU), ADS 로그온 ID 및 키탭 파일의 위치를 차례로 입
력합니다. (46페이지의 "ADS의 키탭 파일 생성" 참조)

6. 체크 표시 버튼을 눌러 설정 사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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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ADS를 사용할 경우, 서비스 프로세서의 클럭은 ADS 서버의 클럭과 동기화되어
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프로세서 및 ADS 서버는 DNS를 사용하여 각각의 호스트 이름
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해 인증된 원격 사용자는 사용자의 원격 그룹을 SP 시스템 관리자 
그룹으로 매핑하는 그룹 매핑을 통해 SP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P에 대한 구성을 단순화하기 위해, 관리자 레벨의 사용자는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을 
사전 정의된 그룹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의 구
성원)를 SP 관리자 그룹으로 매핑할 때, 이들은 자동으로 적절한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됩
니다.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 매핑

Directory Service Group Mappings 테이블은 기존의 그룹 매핑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 
테이블은 다른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을 SP 그룹으로 매핑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Directory Service 그룹 5가 관리자로 매핑될 경우, 그룹 5의 모든 구성원들은 SP
에 대해 관리자 레벨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SM Console에서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을 매핑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메뉴 표시줄에서 Access Control>DS Group Mappings를 차례로 누릅니다.

현재 그룹 매핑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은 알파벳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림 1-14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 매핑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생성하려는 매핑(monitor, admin, manager)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 No Mapping을 선택하여 SP에 대한 액세스를 비활성화합니다.

■ 텍스트 필드에서 새 그룹을 입력한 후, 해당 라디오 버튼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새 
항목에 대한 SP 그룹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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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그룹 이름이 디렉토리 서비스에 없을 경우 오류가 표시되도록 Verify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

3. 체크 표시 버튼을 누릅니다. 

ADS의 키탭 파일 생성 
SP의 디렉토리 서비스로 ADS를 사용하려면 활성 디렉토리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SP의 이름 서비스 라이브러리는 이 계정을 사용하여 활성 디렉토리 서버의 LDAP 인터
페이스에 인증합니다.

ADS 서버 요구사항
■ ADS 서버에는 Certificate Services 및 High Encryption Pack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

니다.

■ Windows 시스템 관리자는 Active Directory 계정 및 LDAP 조회를 수행하기 위해 SP가 
사용할 해당 계정에 대한 키탭을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Microsoft Windows 
2000 자원 키트에 있는 ktpass 명령으로 키탭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ktpass -princ <logon>@<domain> -pass <password> -mapuser <logon> -out 
<output filename>

참고 – 이 명령으로 생성된 키탭은 scp 명령을 통해 SP에 업로드될 수 있습니다. 또한 SP
에서 마운트하는 내보내진 파일 시스템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DS SP 요구사항
■ DNS를 구성해야 합니다. 

■ 각 호스트의 정규 이름은 조건이 완전히 일치하는 호스트 이름이어야 합니다(도
메인 포함).

■ 각 호스트의 IP 주소는 정규 이름으로 역분석해야 합니다.

■ SP의 시간은 ADS 서버 시간의 5분 이내로 정확해야 합니다(도메인 제어기). 플랫폼
이 시작될 때, SP 클럭은 플랫폼 클럭과 함께 동기화됩니다.

■ ADS를 올바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SM Console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 ADS 도메인

■ ADS 서버 이름

■ SP가 그룹 정보를 검색하는 조직 단위(OU)

■ ADS 로그온 ID(SP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생성된 계정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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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에 업로드 및 설치된 키탭 파일

날짜 및 시간 구성

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자 레벨의 사용자는 SP 클럭에 대한 날짜와 시간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에서 sp date명령을 사용하거나 SM Console에서 날짜 및 시간을 
구성합니다.

■ 플랫폼 드라이버가 설치될 때 클럭은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플랫폼이 실행 중이고 
드라이버가 설치된 경우, 플랫폼 시간은 SP 시간에 선행합니다. 

■ 플랫폼 시간은 작동할 ADS에 대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 체제를 로드하기 전에 SP를 구성하여 시간을 ADS 및 기타 네트워크 서비
스와 동기화하려는 경우,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SM Console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메뉴 표시줄에서 Configuration>SP Date/Time을 차례로 누릅니다.

2. SP 클럭의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합니다.

현재 SP 시간은 yyyy:mm:dd hh:mm:ss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1-15는 이러한 형
식의 예를 나타냅니다.

그림 1-15 날짜 및 시간 구성

3. 체크 표시 버튼을 눌러 설정 사항을 저장합니다.

SSL 구성

암호화 또는 비 암호화된 통신 방법을 사용하여 SP에 대한 웹 액세스를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와 SP사이의 모든 메시지는 HTTPS(보안 소켓 계층에 대한 하이
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에 따라 암호화됩니다. 0.9.6j 버전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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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브라우저가 비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SP와 통
신하도록 허용합니다.

■ 명령줄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sp disable ssl-required 

■ SM Console에서, 48 페이지의 "SM Consoel에서 SSL Certificate 구성"의 설명에 따
라 SSL Certificate 구성 페이지에서 Optional(비활성화) 또는 Required(활성화) 라디
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SSL을 비활성화하면 HTTP 요청은 HTTPS에 대한 재지정 없이 직접 처리됩니다. 
HTTPS 요청의 보안은 계속 유지됩니다.

참고 – HTTPS 프로토콜을 활성화한 경우, 브라우저는 Server Certificate의 검증을 확인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경고는 참고용이며 무시해도 좋습
니다. 이 경고 메시지는 SP와 함께 제공되는 Server Certificate이 Newisys, Inc에 의해 자
체 서명되기 때문에 표시되는 것입니다. 자체 조직 또는 독립적인 인증 권한으로 서명된 
인증서를 업로드하려면, 48 페이지의 "SM Consoel에서 SSL Certificate 구성"의 설명에 따
라 User Supplied를 선택합니다.

2. 기본 동작으로 돌아가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sp enable ssl-required 

SSL이 활성화되면, HTTP 요청은 이와 동일한 HTTPS 요청으로 자동 재지정되어 사이
트 보안을 유지합니다.

SM Consoel에서 SSL Certificate 구성

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자 레벨의 사용자는 SSL 암호화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
으며 전송 보안 관리에 사용된 SSL 인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또한, sp ssl 명령을 사용하여 SSL 인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부록 H 또는 SM Console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SM Console에서 SSL 인증을 구성합니다.

1. 메뉴 표시줄에서 Configuration>SSL Certificate를 차례로 누릅니다.

2.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여 SSL Access를 Required 또는 Optional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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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SSL 구성

3. 선택한 사항(Required 또는 Optional)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Required를 선택한 경우, 사용하려는 SSL 인증 구성의 유형에 대한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출고 시 설치 또는 사내 인증 관리).

■ User-supplied를 선택한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SP의 Apache와 함께 설치될 생성된 인증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Browse 버튼을 
눌러 파일을 검색합니다.

b. SP의 Apache와 함께 설치될 생성된 키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Browse 버튼을 
눌러 파일을 검색합니다.

4. 체크 표시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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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System Status 창은 물리적 레이아웃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모든 하드웨어 구성요소 및 
센서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 창을 사용하여 문제가 있는 구성요소 또는 교체되어야 
할 장애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창에 액세스하려면, SM Console의 도구 모
음에서 System Status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 1-17 시스템 상태, 하단 탭, Sun Fire V40z 서버

구성요소 이미지는 대략적인 위치, 크기 및 상태를 포함하는 실제 물리적 하드웨어 구
성요소를 나타냅니다. Sun Fire V40z 서버의 하드웨어 레이아웃은 두 가지 계층으로 나
타납니다. (그림 1-17은 이중 코어 Sun Fire V40z 서버의 기본 및 하단 탭 보기를 설명합
니다.) 이미지의 상단에서 Bottom 및 Top 탭을 누른 후, 보기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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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시스템 상태, 상단 탭, Sun Fire V40z 서버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요소 세부 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에 대한 세
부 사항을 보려면, 해당 구성요소 이미지를 누릅니다. 또한, 이미지의 우측 상단 모서리
에 있는 풀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특정 구성요소 유형(CD-ROM 드라이브, CPU, 디스크 
드라이브, 팬 등) 및 특정 센서 유형(팬, 전원 및 온도 센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센서 이미지는 대략적인 위치, 현재 값 및 시스템 센서의 경고 또는 위험 임계값을 나타
냅니다. 센서에 대한 현재 정보(이름, 유형, 현재 값, 저/고 경고, 위험 임계값 및 상태)는 
이미지의 우측 상단 모서리에 있는 게이지 구성요소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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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하단 계층에 표시된 온도 센서

센서 값을 보려면, 해당 센서의 이미지를 누릅니다. 그림 1-19는 하단 계층을 설명하며 
CPU0에 대한 온도 센서 게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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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순환 대기 온도 게이지 표시, 상단 계층

그림 1-20은 상단 계층을 설명하며, 순환 대기 온도의 센서 게이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 관리 작업에 대한 추가 지침 및 자세한 내용은 SM Console 온라인 도움말을 참
조하십시오.

시스템 이벤트

적절한 권한을 가진 시스템 관리자는 SM Console의 System Event 테이블을 사용하여 
모든 활성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이벤트와 관련된 다양
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1-21의 설명과 같이, 각 활성 이벤트는 테이블의 해당 줄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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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시스템 이벤트 테이블

표 1-9는 System Events 테이블의 각 열을 설명합니다.

표 1-9 System Events 테이블

열 설명

Component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구성요소의 고유 이름입니다. 구성요소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일 수 있습니다. 

Detail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을 표시합니다.

ID 외부 장애 처리 시스템에서 이벤트를 추적하고 추적한 이벤트와 관련된 모
든 작업에 대한 로그 파일의 조회를 허용하는 각 이벤트의 고유 이벤트 ID
를 포함합니다. 

All 이 이벤트에 발생한 적 있는 가장 높은 심각도를 Informational(녹색), 
Warning(노란색), Critical(붉은색) 아이콘으로 표시합니다. 해당 아이콘을 
눌러 이벤트의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Recent 현재 심각도 (Informational(녹색), Warning(노란색), Critical(붉은색) 아이
콘) 및 설명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설명은 팬에 대한 참고, 경고, 위험 및 
현재 온도를 설명하여 길어질 수 있으므로 도움말 패널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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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sp get events 명령을 사용해도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설명서의 부록 H 또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이벤트 유형 아이콘

SM Console은 표 1-10에서 설명된 아이콘을 표시하여 이벤트의 특정 유형을 나타냅니다.

Type 이벤트 유형을 확인합니다. 각 유형을 나타내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보려
면 표 1-10을 참조하십시오.

First 이벤트가 처음 생성된 날짜 및 시간을 나열합니다. 테이블에는 시간만이 표
시되며 창 하단부의 도움말 텍스트는 전체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Last 이벤트가 가장 최근에 생성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테이블에는 시간만이 표
시되며 창 하단부의 도움말 텍스트는 전체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Count 이벤트가 발생한 횟수를 나열합니다. 새 이벤트에 현재 이벤트 및 삭제되지 
않은 이벤트와 동일한 구성요소 및 이벤트 유형이 있는 경우, 새 이벤트는 
생성되지 않지만, 현재 이벤트 수는 늘어나며 현재 심각도는 Current 열에
서 업데이트됩니다. 

Clear 이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가 삭제됩니다. 모든 이벤트를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된 이벤트는 서버로부터 삭제되며 연결되어 있는 기타 SM 
Console System Events 화면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시스템 관리자 또
는 관리자 레벨의 사용자만이 이벤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표 1-10 시스템 이벤트 유형 아이콘

이벤트 유형 아이콘

BIOS 이벤트

팬 속도 이벤트

장치 점검 이벤트

기타 운영 체제 이벤트

표 1-9 System Events 테이블 (계속)

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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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시스템 이벤트 테이블 및 문제 해결 제안 사항에 대한 내용은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문제 해결 기술 및 진단 안내서(817-2927)를 참조하십시오.

플랫폼 상태 이벤트

스위치 이벤트

온도 이벤트

알 수 없는 이벤트

전압 이벤트

표 1-10 시스템 이벤트 유형 아이콘 (계속)

이벤트 유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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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IPMI 서버 관리

서버 제조업체는 현재 새로운 서버 관리 방법에 대하여 다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의 서버에 설계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다른 서버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것
은 아닙니다. 모든 서버 공급자가 기본 모니터링과 데이터 집합 기능을 제공하지만 두 
서버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적 관리 구현의 형태는 문
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IPMI(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
표준화된 서버 기반 관리인 IPMI(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는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IPMI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CPU와 장치를 상호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모니터링 기능을 서버에서 서버로 쉽게 복제
■ 많은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지원
■ 관리 계측에 대한 일반 드라이버 레벨의 액세스
■ 더욱 경제적인 구현
■ 향상된 서버 관리 기능의 범위

IPMI는 산업 표준 및 하드웨어 관리 인터페이스 규격으로써 고유 장치가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CPU와 모두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IPMI는 서
버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집합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측의 서버 
관리 및 원격 서버 관리 프레임워크를 가능하게 합니다. 

IPMI를 사용하면 관리 지능이 IPMI 펌웨어 층에 상주하며 보다 지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버를 생성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의존성이 줄어들게 됩니
다. IPMI 솔루션은 관리중인 장치에 관리 지능을 더욱 가깝게 분산시켜 서버의 범위성
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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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 
프로세서는 내장된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를 실행하여 자치 플랫폼 관리 기능을 수행
합니다. 즉, 해당 프로세서와 프로세서의 제어 펌웨어를 IPMI 구조의 핵심인 
BMC(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로 볼 수 있습니다. IPMI BMC 및 관리 소프
트웨어와 플랫폼 펌웨어를 긴밀하게 통합하여 총괄적인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참고 – 테스팅 과정에서만 사용되는 IPMI 클라이언트 유틸리티 ipmitool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IPMI 조회 및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7페이지의 
"Lights Out Management(LOM)"를 참조하십시오. 

BMC는 마더보드 설계에 통합된 서비스 프로세서로써 주 프로세서로부터 독립적인 관
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링을 받는 서버는 세 가지로 정의된 인터페이스 중 하
나를 통해 BMC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인터페이스는 플랫폼과 BMC가 공유하
는 레지스터 세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 – 이 서버에서, SP에는 BMC를 에뮬레이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BMC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버 관리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관리 하드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관리합니다.

■ 팬 속도 및 전압 모니터와 같은 시스템 센서에 원활히 접촉합니다.

■ 시스템 이벤트 로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자치 모니터링, 이벤트 로깅 및 복구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 관리 소프트웨어와 IPMB/ICMP 사이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 시스템 감시 타이머를 모니터링합니다.

■ 원격 관리 작업을 도와줍니다(주 서버 하드웨어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에도 가능).

BMC는 IPMI의 후면에 지능을 제공합니다. 이 서버에서 SP는 표준 IPMI 인터페이스를 통
해 센서 데이터 및 이벤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BMC로써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관리성

IPMI는 서버 모니터링과 하드웨어와 펌웨어에 직접 구현되는 복구 기능에 대한 구조를 
정의합니다. IPMI 기능은 주 프로세서, BIOS 및 운영 체제로부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MI 모니터링, 로깅 및 액세스 기능은 플랫폼 하드웨어에 일반적인 레벨의 관리성을 
추가합니다. IPMI는 강화된 레벨의 관리성을 제공하는 서버 관리 소프트웨어(OS에서 
실행)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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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I는 고가의 서버 하드웨어의 의존성, 가용성 및 서비스 가능성을 유지하고 향상시
키는 방법론을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버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기능 개요

서버 IPMI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SDRR(Sensor Data Record Repository)은 센서 데이터 레
코드(SDR)의 컨테이너로써 SDR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BMC는 저장소에 있는 모든 센서를 소유합니다. SDRR 기능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단일 관리 제어기 레코드
■ 온도, 전압, 팬 및 전원에 대한 임계값 기반의 아날로그 센서
■ 엔티티 ID/인스턴스 관계를 통해 물리 센서 레코드와 연결되는 FRU의 장치 탐색 

레코드
■ 다양한 이산 센서 및 이벤트 전용 센서

■ SEL(System Event Log)은 최대 16K의 영구 파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61페이지의 
"시스템 이벤트 로그"를 참조하십시오. 

■ 감시 타이머(WDT)는 이미 시간이 초과된 인터럽트 조치를 제외한 모든 타이머와 타이
머 조치(재설정, 전원 끄기, 전원 순환)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66페이지의 "감시 
타이머"를 참조하십시오. 

■ 현장 교체 장치(FRU)는 읽기 전용입니다. FRU는 SP의 인벤토리 관리 기능과 긴밀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인벤토리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부록 D를 참
조하십시오. 인벤토리 명령에서 사용할 수 있는 VPD 데이터는 FRU에서도 사용 가
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섀시 제어 조치가 가능합니다. 

■ 전원 끄기
■ 전원 켜기
■ 전원 순환
■ 강제 재설정
■ 정상 종료

■ 이벤트 필터링 및 익명의 PET(Platform Event Trap) 경고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65페이지의 "이벤트 필터"를 참조하십시오. 

■ SMS 및 LAN 채널이 모두 지원됩니다. 59페이지의 "IPMI 컴플라이언스 및 LAN 채
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 Serial Over LAN(SOL)을 통해 직렬 포트를 LAN 채널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105
페이지의 "Serial Over LAN"을 참조하십시오.

IPMI 컴플라이언스 및 LAN 채널 액세스 
서버는 SMS 및 LAN 채널이 있는 IPMI와 2.2 버전 이상의 SP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버는 IPMI 2 버전의 준수 표준에 부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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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는 KCS(Keyboard Controller Style) 인터페이스로서 구현됩니다.

이 서버에서의 IPMI 구현은 LAN 채널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PMI 규
격 v2 참조) LAN 채널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LAN 채널 액세스
를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ipmi enable channel 명령을 사용하여 LAN 인터페
이스로 활성화할 채널의 ID를 지정합니다. 

참고 – 이 ID는 대소문자가 구분되며 소문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 ssh SP의_IP_주소 -l SP_사용자 ipmi enable channel {sms | lan} 

이 명령에서, 기본 null 사용자에 대한 암호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null 사용자가 
LAN 인터페이스를 통해 IPMI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60페이지의 "사용
자 이름 및 암호"를 참조하십시오. 

IPMI 채널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E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운용자 및 시스템 관리자 수준으로 LAN 채널에 액세스하려면 유효한 사용자 ID와 암
호가 필요합니다. 이 서버는 활성화된 사용자 계정으로 사전 구성되지 않습니다. 
ipmi enable channel 명령을 통하여 처음으로 LAN 채널을 활성화하는 경우, null 
사용자에 대한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59페이지의 "IPMI 컴플라이언스 및 LAN 채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보안을 위해 LAN 채널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참고 – IPMI 사용자 ID는 서버 관리 기능에 정의된 사용자 계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서버 
관리 사용자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의 "SP의 초기 설정"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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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부팅 옵션 지원

IPMI를 사용하여 BIOS 해석에 대한 여러 개의 부팅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 2-1
은 서버 부팅 옵션 및 BIOS가 지원하는 매개변수에 대한 중요 정보를 설명합니다.  

시스템 이벤트 로그 

IPMI SEL(System Event Log)은 BMC의 일부입니다. 관리 메시지부터 중요 이벤트 알
림(예: 센서 임계값 교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SEL에 기록됩니다. 

로그 크기는 16MB이며 1024 레코드가 허용됩니다. 

센서

센서는 이벤트를 생성하고 판독 값을 획득하며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SDRR(Sensor 
Data Record Repository)에는 다양한 유형의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MC를 통해 모든 센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센서는 FRU에 포함되거나 
마더보드에 분포된 물리 센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센서는 폴링 과정을 거칩니다. 센
서의 임계값이 교차할 경우, 하나의 값이 SEL로 입력됩니다. 

센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G를 참조하십시오.

표 2-1 부팅 옵션

매개변수 번호 세부 사항

Set In Progress 0 이 매개변수는 롤백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에 
지원됩니다.

BMC boot flag valid 
bit clearing 

3 모두 지원됩니다. 

Boot info ack 4 부팅 정보를 처리했음을 나타내는 BIOS 지원 

Boot Flags 5 • 데이터 바이트 1은 boot flags valid 비트
에 지원됩니다.

• 데이터 바이트 2(CMOS Clear)는 지원되지만 
해당 비트가 설정되면 이 바이트 내의 다른 비
트는 모두 무시됩니다. 

• 잠금 키보드는 완전히 지원됩니다.
• BIOS Setup의 부팅을 제외한 부팅 장치 선택자

가 지원됩니다. 
• 데이터 바이트 3은 user password bypass

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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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존재 확인

센서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sensor get 명령을 실행합니다.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센서의 상태는 명령 응답 데
이터에 unavailable로 표시됩니다. 

센서 임계값

센서 임계값을 검색하려면 sensor get 명령을 실행합니다. 

센서 임계값을 설정하려면 sensor set 명령을 실행합니다. 

임계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결과는 변경되지 않고 리턴 코드는 success가 됩니다. 

표 2-2는 set sensor 하위 명령에서 반환되는 완료 코드를 나열합니다.  

온도 센서

온도 센서 판독 값은 0°C - 150°C(151°C의 차이)의 범위 내에서 정의됩니다. CPU의 과
열을 방지하기 위한 열 이동은 약 140°C에서 발생합니다. 

온도 센서는 다음과 같은 SEL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 상한 위험 이동 고 검증
■ 상한 위험 이동 고 비검증
■ 상한 비위험 이동 고 검증
■ 상한 비위험 이동 고 비검증

DIMM의 메모리 센서

각 DIMM는 자체 레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IPMI 이벤트를 기록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표 2-2 완료 코드 

코드 원인

0x00 (success) 센서 임계값이 요청대로 설정되었습니다. 

0xCD (illegal command) 센서 임계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0xCC (invalid request) 설정할 수 없는 임계값의 설정을 시도했거나 임계값 설정하
는 순서가 틀렸습니다(예: 상한 위험 임계값은 상한 비위험 임
계값보다 낮게 설정됩니다). 

0xC0 (node busy) 처리중인 자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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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문제 해결 기술 및 진단 안내서
(819-2927)의 "이벤트 분석" 절을 참조하십시오. 

전압 센서

모든 전압 센서 판독 값은 볼트(V)로 표시됩니다. 측정되는 가장 큰 전압 스윙은 15V입
니다(대량 전압 센서의 범위는 0V-15V입니다). 대부분의 전압 센서는 훨씬 낮은 최대값
과 좁은 범위를 갖습니다. 전압 센서는 다음과 같은 SEL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 상한 위험 이동 고 검증
■ 상한 위험 이동 고 비검증
■ 하한 위험 이동 저 검증
■ 하한 위험 이동 저 비검증

팬 센서

모든 팬 속도 센서 판독 값에 보고되는 값은 분당 회전 수(RPM)로 표시됩니다. 팬 속도 
센서의 상한선은 15000RPM입니다. 

팬 센서는 다음과 같은 SEL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 하한 위험 이동 저 검증
■ 하한 위험 이동 저 비검증

전원 공급 장치 센서

모든 전원 센서 판독 값은 와트(W)로 표시되며 0W-600W의 범위 내에서 정의됩니다. 

■ 전원 센서는 SEL 이벤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 전원 센서에는 임계값이 없습니다. 

관리 제어기

하나의 관리 제어기 센서는 BMC를 나타냅니다. 관리 제어기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역 초기화 init 에이전트는 제어기가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활성화합니다. 
■ 장치 기능 이 장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섀시 장치
■ IPMB 이벤트 수신자
■ FRU 인벤토리 장치
■ SEL 장치
■ SDR 저장소 장치
■ 센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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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센서

다음의 추가 센서도 지원됩니다. 

■ 시스템 이벤트
■ 이벤트 로깅 비활성화
■ 시스템 펌웨어 진행
■ 감시

시스템 이벤트

시스템 이벤트 센서는 다양한 시스템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sensor get 하위 
명령을 실행하더라도 이벤트 조건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PEF 조치. 센서의 구성에 따라 일치하는 필터에 대한 보류 조치가 기록됩니다. 보류 
PEF 조치 조건에 대한 확정만 기록됩니다. 
Sensor Type Code: 0x12 [System Event] 
Sensor Specific Offset: 0x04 [PEF Action]

타임 싱크. 타임 싱크 이벤트는 하나의 SEL 타임 싱크에 대해 전, 후에 하나씩 발생합
니다. 
Sensor Type Code: 0x12 [System Event] 
Sensor Specific Offset: 0x05 [Time sync]

이벤트 로깅 비활성화

event logging disabled 센서는 특정한 SEL 관련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이 센서
는 '유형 2' SDR 레코드로 나타납니다. 

SEL 꽉 참. SEL의 레코드 수가 "최대-1"에 도달하면 레코드가 기록되고 다음의 add 
SEL 명령은 한계 초과 코드를 반환합니다. 용량을 가득 채우는 레코드가 SEL의 마지막 
레코드가 됩니다. 
Sensor Type Code: 0x10 
Sensor Specific Offset: 0x04 [Log Full] 

SEL 지움. Clear SEL 명령이 실행될 때마다 하나의 레코드가 SEL에 기록됩니다. 이
는 Clear SEL 명령을 실행했을 경우에만 발생하며 Delete SEL Entry 명령으로 마
지막 SEL 항목을 삭제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Sensor Type Code: 0x10 
Sensor Specific Offset: 0x02 [Log AreaReset/Cl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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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펌웨어 진행

시스템 펌웨어 진행 센서는 이벤트 전용 센서입니다. BIOS가 성공적으로 부팅되어 제
어권을 OS로 반환하려고 시도하거나 BIOS 부팅 후 BIOS Setup 화면으로 들어가는 경
우 BIOS Boot Success SEL 값이 이 센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Sensor Type Code: 0x0F 
Sensor Specific Offset: 0x02 [Firmware Progress]
Event Data 2: 0x13 [Starting operating system boot process]

감시

Watchdog 2 센서는 감시 타이머의 만료를 기록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do not log" 
비트 세트가 없는 타이머에 대해서만 이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감시 타이머가 만료될 
때 타이머 만료 이벤트가 기록됩니다.
Sensor Type Code: 0x23 
Sensor Specific Offset: * all supported actions 

이벤트 필터

참고 – 정상적인 종료를 위해서는 서버에 올바른 플랫폼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PEF(Platform Event Filtering)는 방침 관리를 제공하여 특정 이벤트에 대해 작동하는 
BMC를 활성화합니다. PEF를 통해 지원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원 끄기
■ 전원 순환
■ 재설정
■ 경고 전송

표 2-3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이벤트 필터를 나열합니다.  

표 2-3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이벤트 필터

필터 일치 조치

ambienttemp asserts upper critical threshold 전원 끄기

cpu0.dietemp asserts upper critical threshold 안정적인 전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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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타이머 

감시 타이머를 사용하여 타이머 만료 시 선택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조치의 경우, 사전 시간 초과 인터럽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조치를 수
행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재시작
■ 시스템 전원 종료
■ 시스템 전원 순환

경고

PET(Platform Event Trap) LAN 경고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 수신자의 수는 16으로 제
한됩니다(비휘발성 1개, 휘발성 15개). 경고 방침의 수는 32로 제한됩니다.

참고 – PET LAN 경고에 대한 확인 응답 및 경고 메시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고 방침 설정 판별

이벤트 필터가 일치하면 다음이 수행됩니다. 

■ 모든 비경고 조치는 필터에 스캔됩니다.
■ 모든 필터와 연관된 높은 우선 순위의 조치가 수행됩니다.
■ 모든 경고 조치는 필터에 스캔됩니다.
■ 높은 우선 순위(가장 낮은 번호의 방침)의 경고 방침 설정이 선택됩니다.

사용자는 이전의 경고가 완료된 경우, 해당 경고 방침이 실행을 완료해도 경고가 전송
되지 않도록 경고 방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cpu1.dietemp asserts upper critical threshold 안정적인 전원 종료

cpu2.dietemp asserts upper critical threshold 

참고: 이 필터는 두개의 CPU를 가진 시스템에서 무시됩니다. 
안정적인 전원 종료

cpu3.dietemp asserts upper critical threshold 

참고: 이 필터는 두개의 CPU를 가진 시스템에서 무시됩니다. 
안정적인 전원 종료

표 2-3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이벤트 필터

필터 일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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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s Out Management(LOM) 
이 서버에서 LOM(Lights Out Management)은 IPMI 사용 장치를 제어하는 유틸리티인 
IPMItool을 통해 수행됩니다. 

설명

IPMItool은 서버에 대한 단순한 명령줄 인터페이스(CLI)로써 IPMI(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 v1.5 규격을 지원합니다. 다음 기능이 제공됩니다. 

■ SDR(Sensor Data Record)를 읽고 센서 값을 인쇄합니다.
■ SEL(System Event Log)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 FRU(고객 교체 가능 장치)와 관련된 정보를 인쇄합니다.
■ LAN 구성 매개변수를 읽어오고 설정합니다.
■ 섀시 전원 제어를 수행합니다.

원래 IPMI-over-LAN을 사용하도록 작성된 IPMItool은 OpenIPMI와 같은 커널 장치 
드라이버의 도움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IPMItoll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ipmitool.sourceforge.net/ 

■ IPMI 규격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intel.com/design/servers/ipmi/spec.htm 

■ OpenIPMI 프로젝트(Monta Vista IPMI 커널 드라이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
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openipmi.sourceforge.net/ 

구문 

IPMItool에 사용되는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ipmitool [-ghcvV] -I lan -H 주소 [-P 암호] 명령_식 

ipmitool [-ghcvV] -I open 명령_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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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표 2-4에는 IPMItool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식 

표 2-5에는 IPMItool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과 매개변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 이러한 각 식에서, 시작 명령은 항상 ipmitool로 시작하며 그 뒤에 명령 식과 
매개변수가 따라옵니다.

표 2-4 IPMItool 옵션 

옵션 설명

-h 명령줄의 기본 사용법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c 공백 대신에 콤마로 필드를 분리하여 구문 분석에 알맞게 결과를 출력합니다. 

-g IPMI-over-LAN 통신을 보다 강화하도록 시도합니다. 

-V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v 출력되는 텍스트의 분량을 늘립니다. 디버그 출력의 분량을 늘리고자 할 때 
이 옵션을 여러 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세 번 지정하면, 출입하는 
모든 패킷에 대한 16진수 덤프를 볼 수 있습니다. 

-I 인터페이스 사용할 IPMI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LAN 또는 개방 인터페이스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H 주소 원격 서버의 주소를 표시합니다(IP 또는 호스트 이름). 이 옵션은 LAN 인터
페이스 연결에 필요합니다. 

-P 암호 원격 서버에 대한 암호를 표시합니다. 암호는 최대 16문자로 제한됩니다. 
LAN 인터페이스에서는 암호가 선택사항이지만, 암호를 지정하지 않으면 세
션이 인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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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sol 명령은 이 서버에서 지원되지 않지만 Serial-over-LAN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105페이지의 "Serial Over LAN"을 참조하십시오.  

표 2-5 IPMItool의 명령 식 및 매개변수  (1 / 4) 

명령 식 매개변수 하위 매개변수 설명 및 예제

help IPMItool 명령에 대한 명령줄 도움말을 볼 때 사용됩니다. 
명령 뒤에 help를 지정하면 여러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방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예: 
ipmitool -I open help 
Commands:  chassis, fru, lan, sdr, sel 

ipmitool -I open chassis help 
Chassis Commands:  status, power, identify, 
policy, restart_cause 

ipmitool -I open chassis power help 
Chassis Power Commands: status, on, off, cycle, 
reset, diag, soft 

raw  netfn  cmd data 원시 IPM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예: 원시 명령으로 
POH 계수기 조회). 

예: 
ipmitool -I open raw 0x0 0x1 

RAW REQ (netfn=0x0 cmd=0x1 data_len=0) 
RAW RSP (3 bytes) 
6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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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info  channel 선택한 채널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채널이 지정되지 않은 경
우, 해당 명령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채널의 정보를 표시합
니다. 

예: 
ipmitool -I open chaninfo 
Channel 0xf info: 
  Channel Medium Type: System Interface 
  Channel Protocol Type: KCS 
  Session Support: session-less 
  Active Session Count: 0 
  Protocol Vendor ID: 7154 

ipmitool -I open chaninfo 7 
Channel 0x7 info: 
  Channel Medium Type: 802.3 LAN
  Channel Protocol Type: IPMB-1.0
  Session Support: multi-session
  Active Session Count: 1
  Protocol Vendor ID: 7154
  Alerting: enabled
  Per-message Auth: enabled
  User Level Auth: enabled
  Access Mode: always available 

userinfo  channel

참고: Sun Fire 
V20z 서버는 
채널 6과 7을 
지원하지 않습
니다.

특정 LAN 채널에서 구성된 사용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예: 
ipmitool -I open userinfo 6 
Maximum User IDs     : 4 
Enabled User IDs     : 1 
Fixed Name User IDs  : 1 
Access Available     : call-in / callback 
Link Authentication  : disabled 
IPMI Messaging       : enabled 

chassis status 서버 섀시와 주 전원 하위 시스템의 고 레벨 상태에 대한 정
보를 반환합니다. 

identify  interval 전면 패널 확인 표시등을 제어합니다. 기본값은 15초입니다. 
전면 패널 확인 표시등을 끄려면 "0"을 입력합니다. 

restart_cause 서버가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된 원인을 섀시에서 조회합니다. 

power 섀시 제어 명령을 수행하여 전원 상태를 보거나 변경합니다. 

표 2-5 IPMItool의 명령 식 및 매개변수  (2 / 4) 

명령 식 매개변수 하위 매개변수 설명 및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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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섀시 전원의 현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on 섀시의 전원을 켭니다. 

off 섀시의 전원을 soft off 상태로 끕니다(S4/S5 상태). 
참고: 이 명령은 서버의 전원을 끄기 전에 운영 체제의 정상 
종료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cycle 최소 1초의 전원 종료 간격을 제공합니다. 
섀시 전원이 S4/S5 상태인 경우에는 조치를 수행해서는 안
되지만 서버의 전원이 켜지거나 S4/S5가 아닌 저 휴면 상태
인 경우, 먼저 전원 상태를 점검하고 전원 순환 명령만 실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set 강제로 재설정을 수행합니다. 

lan print  channel 주어진 채널의 현재 구성을 인쇄합니다. 

set channel
parameter 

주어진 채널에 지정한 매개변수를 설정합니다. 

ipaddr x.x.x.x 이 채널의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netmask x.x.x.x 이 채널의 넷마스크를 설정합니다. 

macaddr 
xx:xx:xx:xx:xx:xx 

이 채널의 MAC 주소를 설정합니다. 

defgw ipaddr 
x.x.x.x 

기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defgw macaddr 
xx:xx:xx:xx:xx:xx

기본 게이트웨이의 MAC 주소를 설정합니다. 

bakgw ipaddr 
x.x.x.x 

백업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bakgw macaddr 
xx:xx:xx:xx:xx:xx 

백업 게이트웨이의 MAC 주소를 설정합니다. 

password pass null 사용자의 암호를 설정합니다. 

user 사용자 액세스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access [on|off] LAN 채널 액세스 모드를 설정합니다. 

ipsrc source IP 주소의 소스를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습
니다. 
none = 지정하지 않음 
static = 수동으로 구성된 정적 IP 주소 
dhcp = BMC가 실행되고 있는 DHCP로부터 획득한 주소 
bios = BIOS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로드된 주소 

표 2-5 IPMItool의 명령 식 및 매개변수  (3 / 4) 

명령 식 매개변수 하위 매개변수 설명 및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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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I Linux 커널 장치 드라이버 

IPMItool 응용프로그램은 Sun Fire V20z and Sun Fire V40z Servers Documentation 
and Support Files CD에 수록되어 있는 수정된 MontaVista OpenIPMI 커널 장치 드라
이버를 사용합니다. 해당 드라이버는 대체 기본 하드웨어 주소 및 수정된 장치 IO 등록 
사항을 사용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이 드라이버를 Documentation and Support Files CD에서 설치하고 컴파일해야 합니다. 

IPMItool이 작동하려면 다음의 커널 모듈이 로드되어야 합니다. 

1. ipmi_msghandler 

IPMI 인터페이스의 수신 및 발신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처리기 

2. ipmi_kcs_drv 

arp respond 
[on|off] 

BMC에서 생성되는 ARP 응답을 설정합니다. 

arp generate 
[on|off]

BMC에서 생성되는 무상 ARP를 설정합니다. 

arp interval 
[seconds] s

BMC에서 생성되는 무상 ARP의 간격을 설정합니다. 

auth level,... 
type,... 

이 명령은 주어진 인증 레벨에 대한 유효한 인증 유형을 설
정합니다. 
레벨: callback, user, operator, admin 
유형: none, md2, md5 

fru print CRU(고객 교체 가능 장치)에 대한 모든 인벤토리 데이터를 
읽어 그 정보를 일련 번호, 부품 번호, Asset Tags 및 섀시, 보
드 또는 제품을 설명하는 짧은 문자열로 추출합니다. 

sdr list SDR(Sensor Data Record)을 읽어 센서 정보를 추출한 후 각 
센서를 조회하고 센서의 이름, 판독 값 및 상태를 인쇄합니다. 

sel info SEL(System Event Log)과 그 내용의 정보에 대한 BMC를 
조회합니다. 

clear SEL의 내용을 지웁니다. 
clear 명령은 한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list SEL의 내용을 나열합니다. 

표 2-5 IPMItool의 명령 식 및 매개변수  (4 / 4) 

명령 식 매개변수 하위 매개변수 설명 및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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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처리기의 IPMI KCS(Keyboard Controller Style) 인터페이스 드라이버 

3. ipmi_devintf 

메시지 처리기의 Linux 문자 장치 인터페이스 

IPMItool이 해당 장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명령줄에 다음과 같이 지정합
니다. 

# ipmitool -I open [옵션...] 

드라이버 설치 및 컴파일

이 커널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 및 컴파일하려면  12페이지의 "SP의 초기 설정"을 참조하
십시오. 

BMC의 LAN 인터페이스

참고 – 이 서버에서, SP에는 BMC를 에뮬레이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IPMItool LAN 인터페이스는 IPv4 하위의 UDP(User Datagtam Protocol)를 사용하여 
이더넷 LAN 연결을 통해 BMC와 통신합니다. UDP 데이터그램은 IPMI 세션 헤더 및 
RMCP(Remote Management Control Protocol) 헤더가 있는 IPMI 요청/응답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초기화되었습니다. 

RMCP(Remote Management Control Protocol)는 요청-응답 프로토콜로서 UDP 데이
터그램을 사용하여 포트 623으로 전송됩니다. IPMI-over-LAN은 RMCP 1버전을 사용
하여 서버에 OS를 설치하기 전 또는 서버에 OS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를 지원합
니다. 

LAN 인터페이스는 인증된 다중 세션 연결입니다. BMC로 전송된 메시지는 본래의 암
호/키 또는 MD5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이 있는 시도/응답 프로토콜로 인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IPMItool은 시스템 관리자 권한 레벨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 작업은 
섀시 전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I 옵션을 사용하여 IPMItool을 LAN 인터페이스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 ipmitool -I lan [옵션...] 주소 암호

IPMItool이 있는 LAN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명령줄에 호스트 이름을 지정해야 합
니다. 

암호 필드는 선택사항입니다. 명령줄에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IPMItool은 인증을 받
지 않은 상태로 접속을 시도합니다. BMC가 지원되는 경우, 암호를 지정하면 MD5 인증
을 사용하게 됩니다. BMC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한 암호/키가 그대로 사용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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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dev/ipmi0 파일은 OpenIPMI 커널 드라이버가 사용하는 문자 장치 파일입니다. 

예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IPMI-over-LAN이 가능한 서버의 전원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
습니다. 

# ipmitool -I lan -H SP의_IP_주소 -P SP_암호 chassis power on 

반환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hassis Power Control: Up/On 

# ipmitool -I lan -H SP의_IP_주소 -P SP_암호 chassis power status 

반환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hassis Power is on 

IPMI 시스템 이벤트 로그 보기

SEL(System Event Log)을 보려면 IPMItool을 사용합니다. 

대역 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ipmitool -I lan -H SP의_IP_주소 -P IPMI_암호 sel list 

대역 내 명령(Linux 기반 서버에서 OpenIPMI를 사용하거나 Solaris 기반 서버에서 
LIPMI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pmitool -I open sel list 

참고 – 다음 명령을 입력하면 장문의 로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sh -l SP_사용자 SP의_IP_주소 sp get events 

IPMI 시스템 이벤트 로그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여 IPMI SEL의 내용을 지울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OS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명령을 선택합니다.
■ Linux: ipmitool -I open sel clear

■ Solaris: ipmitool -I lipmi sel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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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I 문제 해결
표 2-6에는 IPMI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2-6 IPMI 문제 해결

문제점 해결책

IPMItool을 사용하여 LAN 상의 관리 
제어기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ipmi get channels 명령을 사용하여 관리 제어기
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과 그 IP 주소를 확인하고 채널
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IPMItool을 사용하여 LAN 상의 관리 
제어기에 인증할 수 없는 경우 

관리 제어 쉘 프롬프트에서 IPMI LAN 액세스를 활성
화했을 때 할당된 암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LAN을 통한 IPMI 액세스의 암호를 
잊은 경우 

1. IPMI 설정과 SDRR을 재설정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
하여 관리 제어 쉘에서 SEL을 제거합니다. 

# ssh SP의_IP_주소 -l SP_사용자 
ipmi reset -a 

2.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LAN의 IPMI를 다시 활성화
합니다. 

# ssh SP의_IP_주소 -l SP_사용자 
# ipmi enable channel lan 
# exit 

"open"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에는 
IPMItool이 실패합니다. 

lsmod command를 실행하여 Linux 커널 모듈인 
ipmi_kcs_drv가 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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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SNMP 서버 관리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를 사용하여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는 TCP/IP 네트워크에서 거의 독점적
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입니다. SNMP는 네트워크 장치를 모니터링 또
는 제어할 수 있고 네트워크의 구성, 통계 모음, 성능 및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HP OverView 및 CA Unicenter등의 제품을 포함하는 타사 솔루션도 SNMP 기반의 관
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NMP 솔루션의 기본 구성요소는 관리 정보 베이스(MIB)입니다. MIB는 Sun Fire V20z 
and Sun Fire V40z Servers Network Share Volume CD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클러스터가 있고 플랫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만 SP가 보호되어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NMP 통합 
SNMP는 공개된 네트워크 관리 기술로써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SNMP 구조의 내부는 네트워크 관리 스테이션 및 관리 노
드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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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리 스테이션은 관리 노드를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관리 응용프로그램을 실
행합니다. 관리 노드는 호스트, 게이트웨이 등의 장치를 가리키며 관리 스테이션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능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리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SNMP는 관리 스테이션과 에이전트의 관리 정보 통신에 사용됩니다. 즉, SNMP는 에이
전트와 관리 스테이션의 통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SNMP를 통한 상태 모니터링은 세부사항의 중요 레벨에 관계 없이 주로 일부 관리 스
테이션에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되는 폴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관리 노드는 
비요청 상태 정보를 트랩의 형태로 관리 스테이션에 제공하며 이로 인해 관리 스테이션
에 대한 폴링이 수행됩니다.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엔티티의 정보 통신은 SNMP 프로토콜 메시
지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SNMP 프로토콜 메시지는 관리 스테이션에서는 조회
(get/set)의 형태로, 에이전트에서는 비요청 메시지(트랩)의 형태로 교환됩니다.

사용중인 서버에는 대역 외 상태 모니터링에 필요한 SNMP 에이전트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SNMP 에이전트는 SP에서 실행되며 SNMP 기반의 서버 관리는 모두 SP를 통해
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서버의 SNMP 에이전트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벤트 관리
■ 인벤토리 관리
■ 센서 및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 SP 구성 모니터링

SNMP 관리 정보 베이스(MIB)
관리 정보 베이스(MIB)는 SNMP 데이터를 관리 객체로서 설명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 서버는 SNMP MIB를 제공하여 HP OpenView NNM(Network Node Manager), 
Tivoli, CA Unicenter, IBM Director 등의 SNMP 가능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 서버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MIB 데이터는 관리 정보 및 현재와 최근의 서
버 상태, 그리고 서버의 통계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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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MIB 트리

그림 3-1은 MIB 트리의 그림입니다. 

 

그림 3-1 MIB 트리

MIB와 타사 콘솔 통합 

서버의 MIB를 사용하여 서버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SNMP 관리 콘솔로 통합할 수 있습
니다. MIB 분기(Branch)는 개인 엔터프라이즈 MIV로 객체 식별자(OID) 
1.3.6.1.2.1.9237의 위치에 있습니다. 표준 SNMP 포트 161은 SP의 SNMP 에이전트가 사
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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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의 SNMP 구성 

참고 – 서버의 SNMP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상으로 필요한 
사항과 현재의 사무 네트워크 및 관리 환경의 구성에 따라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SP와 플랫폼에 일정한 조건과 설정 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SP의 SNMP 에이전트
■ 프록시 전송 응용프로그램/ProxyAgent [RFC 2271] 
■ Agent X [RFC 2741] 

고객은 SP를 통해 대역 외(OOB)로 서버를 관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OOB 관리 
시에는 SP가 SNMP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SP의 SNMP 에이전트는 프록시 요청 기능
을 제공하여 SP와 관계 없는 OID 요청을 플랫폼 OS로 명백하게 전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역 외 관리 구성

그림 3-2는 SP와 플랫폼 사이의 통신 경로와 SNMP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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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SNMP 구조 및 통신 

서비스 프로세서의 SNMP 에이전트

SP에서 실행되는 SNMP 에이전트는 서버의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SNMP 에이전트는 다양한 유형의 SP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MIB 목록은
그림 3-1, MIB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3-3을 참조하십시오. 

이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버 MIB를 원하는 관리 스테이션으로 통합하는 작업 
외의다른 구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79 페이지의 "MIB와 타사 콘솔 통합"의 설명과 같이 SP의 SNMP 에이전트 사용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이 서버의 SNMP 에이전트는 SNMP v1/v2c를 지원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 에이전트의 속성은 직접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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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에이전트

SP는 플랫폼에 대하여 SNMP 프록시 에이전트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SP의 SNMP에 
대한 관리 스테이션의 조회는 SP의 프록시 에이전트에 의해 차단되어 플랫폼으로 전송
됩니다. SP 프록시 에이전트는 요청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플랫폼에 접근합니다. 그
러면 프록시 에이전트가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수신하여 다시 관리 스테이션으로 요청
을 전송합니다. 관리 스테이션은 해당 요청에 대하여 프록시가 수행되었는지 알 수 없
습니다. SP와 플랫폼은 내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플랫폼 운영 체제에서 SNMP 에이전트를 실행해야 합니
다(이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OS 공급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SP를 통한 플랫
폼 레벨의 관리가 명백히 활성화됩니다. SP의 MIB(Host Resource MIB등의 서버 MIB 
제외) 및 MIBII System MIB에 대한 조회 작업은 해당 요청을 플랫폼 SNMP 에이전트
로 프록시하여 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가져옵니다.

SP가 플랫폼 SNMP 에이전트에 구성된 읽기 전용 및 쓰기 전용 커뮤니티 이름을 식별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82 페이지의 "커뮤니티 이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커뮤니티 이름 설정 

SP의 SNMP 에이전트는 플랫폼에서 실행되고 있는 SNMP에 대한 프록시 역할을 합니
다. (80 페이지의 "서버의 SNMP 구성" 참조) 올바른 프록시 작업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문자열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커뮤니티 문자열은 SNMP를 위한 플랫폼을 구성할 때 
정의된 값입니다. 

SNMP 조회가 플랫폼 SNMP 에이전트로 프록시화 되지 않은 경우 SP의 커뮤니티 문자
열이 플랫폼의 커뮤니티 문자열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면 SP 프
록시 커뮤니티 문자열이 변경되어 플랫폼 커뮤니티 문자열과 일치됩니다. 
# sp set snmp proxy community 

커뮤니티 문자열에는 길이 제한이 없으며 공통 이름은 private 및 public입니다. 기본 이
름은 public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250 페이지의 "SP Set SNMP Proxy Community 하위 명령"을 참조하십
시오. 

Agent X

플랫폼의 SNMP Agent X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하위 에이전트는 스페셜 포트를 통해 
SP의 SNMP 에이전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SP를 통해 조회 응답 또는 비요청 트랩을 전
송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면, 필요한 경우에 서버 관리 트래픽이 플랫폼에 연결된 
제품 네트워크로부터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을 올바르게 활성화하려면 SP와 관련된 IP 주소 및 포트 번호 쌍을 지정해야 합
니다(플랫폼의 경우와 동일). Agent X 포트는 705(TCP)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네트워크 IP 주소는 구성이 가능하며 이 주소의 기본값은 169.254.10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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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방법은 응용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SP에서 sp get jnet 명령을 사용하면 SP의 JNET IP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213 페이지의 "SP JNET Address 하위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타사 MIB 브라우저 사용

아래의 예는 서버 MIB를 SNMP 노드 관리자로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1. Manager Preferences 메뉴에서 Load/Unload MIBS: SNMP를 선택합니다. 

2. SP-MasterAgent-MIB.mib를 찾아 선택합니다. 

3. Load를 누릅니다.

4. 서버 MIB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지정한 후 Open을 누릅니다. 

5. 2 - 4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MIB를 로드합니다(예: SP-SST-MIB.mib, 
SP-INVENTORY-MIB.mib, SP-EVENT-MIB.mib, SP-PLATFORM-MIB.mib, 
SP-GROUP-MIB.mib 등). 

6. Manager Preferences 메뉴를 종료합니다.

7. SNMP MIB 브라우저를 엽니다. 

SNMP 표준 트리가 MIB 브라우저에 표시됩니다. 

8. private - enterprises 아래의 newisys 분기를 찾습니다.

MIB 트리의 예제를 보려면 그림 3-1을 참조하십시오. 

로깅 옵션 설정 

SP에서 생성된 트랩을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로깅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는 HP OpenView NNM을 사용할 때에 필요한 단계입니다.

1. 이전 절차에 따라 SP-EVENT-MIB.mib를 찾습니다.

2. Options>Event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3. Enterprises 목록에서 spEvent 모듈을 선택합니다.

4. Enterprise spEvent 목록의 Events에서 이벤트를 두 번 누릅니다.

5. Event Message 탭을 선택합니다.

6. Log and Display in Category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후 해당 목록에서 범주를 선택하
거나 원하는 이벤트 범주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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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verity 목록에서 이벤트의 심각도를 선택합니다.

8. 메시지 또는 $*를 입력하여 Event Log Message 필드의 모든 정보를 표시합니다.

9. OK를 누릅니다.

SNMP 트랩

SNMP 트랩은 관리 네트워크 노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 알림 기
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 네트워크상의 문제점 및 시스템이 시작 또는 
다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는 트랩을 사용하여 물리 구성요소와 관련된 위
험 상태, 해당 구성요소의 정상 상태 복구, SP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상태와 관련
된 기타 상황을 포함하는 서버의 상태와 관련된 신호를 전송합니다(예: 재구성되는 네
트워크 설정).  

트랩은 MIB 파일에서 정의되고 SNMP 관리 스테이션에 의해 생성, 수신 및 처리됩니다. 
SNMP 트랩 데이터는 MIB에 고유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 SNMP 트랩에는 서버의 이
름, IP 주소 및 이벤트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버 이벤트 MIB의 각 트랩은 다음과 같은 변수 및 이벤트 바인딩을 갖습니다. 표 3-1을 
참조하십시오.  

SNMP 트랩 수신자 구성 

SNMP 트랩은 SP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 생성되지만 이 트랩이 전송될 수신자를 
구성해야 합니다. 트랩의 수신자는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SP에서 서버 
관리 하위 명령(표 3-2 참조)을 사용하여 SNMP 수신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표 3-1 서버 이벤트 트랩 

이벤트 설명

EventID SP(이벤트가 발생한 SP)의 이벤트를 고유하게 지정합니다. 

EventSource 이벤트가 생성된 소스 모듈을 표시합니다. 

EventComponent 이벤트와 관련된 구성요소의 ID를 표시합니다. 

EventDescription 소스로부터 수신한 이벤트 메시지 

EventTimeStampInitial 해당 이벤트 ID가 처음으로 생성된 시간 

EventTimeStampLast 해당 이벤트 ID가 생성된 최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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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위 명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H를 참조하십시오.  

SNMP 수신자 구성

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자 수준의 사용자는 이 옵션을 사용하여 SNMP 이벤트(경고)를 
전송할 SNMP 수신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현재 수신자를 볼 수 있습
니다(읽기 전용 액세스).

생성 가능한 수신자의 수는 메모리 제약 조건에 따라 제한됩니다. 

sp snmp 하위 명령을 사용하여 SNMP 수신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H를 참조하십시오. 

표 3-2 SNMP 수신자를 구성하는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get snmp-destinations  사용 가능한 모든 SNMP 수신자의 IP 주소와 SP가 
SNMP 트랩을 전송할 호스트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sp add snmp-destination 새로운 SNMP 수신자를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에 한
번에 하나씩 추가합니다. 

sp delete snmp-destination 기존의 SNMP 수신자를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에서 
한번에 하나씩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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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MIB 세부사항

SNMP는 객체 식별자(OID)를 사용하여 더욱 용이한 참조를 위해 그룹화한 객체의 이름 
변수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서버는 표 3-3에 표시된 MIB에 에이전트를 제공합니다.  

표 3-3 SNMP MIB  

MIB OID 설명

SP-MasterAgent-
MIB.mib 

.1.3.6.1.4.1.9237 서버 MIB 트리의 주 트렁크를 생성합
니다. 이 트리의 SP 분기에 포함되는 
다른 모든 MIB는 타사 프레임워크와 
통합하는 동안에 먼저 로드됩니다. 

SP-INVENTORY-
MIB.mib 

.1.3.6.1.4.1.9237.2.1.1.1 

.1.3.6.1.4.1.9237.2.1.1.1.2 

.1.3.6.1.4.1.9237.2.1.1.1.3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의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
성요소의 인벤토리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됩니다. 
하드웨어 인벤토리 테이블: 모든 하
드웨어 구성요소 인벤토리를 불러옵
니다.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테이블: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인벤토리를 불
러옵니다. 

SP-SST-MIB.mib .1.3.6.1.4.1.9237.2.1.1.4 SP의 시스템 상태 테이블에 대한 객
체를 정의합니다. 센서의 이름, 현재 
값, 최대 허용 값, 측정 형태, 크기 조
정, 스캔 간격등의 모든 센서 판독 값
을 포함합니다.

SP-PLATFORM-MIB.mib .1.3.6.1.4.1.9237.2.1.1.5 운영 체제 상태, 플랫폼 상태 및 플랫
폼 IP 테이블을 포함하는 플랫폼 
SNMP의 객체를 정의합니다.

SP-EVENT-MIB.mib .1.3.6.1.4.1.9237.2.1.1.6 SP로부터 생성된 모든 SNMP 트랩과 
관련된 OID를 식별합니다.

SP-GROUP-MIB.mib .1.3.6.1.4.1.9237.2.1.1.7 SP에 대해 호스트 이름, DNS, 재부팅 
노드, 최신 포트 80 포스트 코드를 보
유할 노드, 복제 트리 및 IP 테이블등
의 객체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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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에 나열된 이벤트는 SP-EVENT-MIB.mib에 의해 SNMP 수신자로 전송됩니다.  

표 3-4 SP 이벤트  (1 of 2) 

엔터프라이즈 트랩 ID 이벤트

1 spGenericEventInformational

2 spGenericEventWarning

3 spGenericEventCritical

4 spTemperatureEventInformational

5 spTemperatureEventWarning

6 spTemperatureEventCritical

7 spVoltageEventInformational

8 spVoltageEventWarning

9 spVoltageEventCritical

10 spFanEventInformational

11 spFanEventWarning

12 spFanEventCritical

13 spPlatformMachineCheckEventInformational

14 spPlatformMachineCheckEventWarning

15 spPlatformMachineCheckEventCritical

16 spPlatformStateChangeEventInformational

17 spPlatformStateChangeEventWarning

18 spPlatformStateChangeEventCritical

19 spPlatformBIOSEventInformational

20 spPlatformBIOSEventWarning

21 spPlatformBIOSEventCritical

22 spGenericEventInformational

23 spGenericEventWarning

24 spGenericEventCritical

25 spTemperatureEventInformational

26 spTemperatureEventWarning

27 spTemperatureEventCritical

28 spVoltageEventInformational

29 spVoltageEvent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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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문제 해결 
표 3-5는 SNMP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30 spVoltageEventCritical

31 spFanEventInformational

32 spFanEventWarning

33 spFanEventCritical

37 spPlatformStateChangeEventInformational

38 spPlatformStateChangeEventWarning

39 spPlatformStateChangeEventCritical

40 spPlatformBIOSEventInformational

41 spPlatformBIOSEventWarning

42 spPlatformBIOSEventCritical

표 3-5 SNMP 문제 해결

문제점 해결책

SP에 대한 SNMP 조회의 시간이 초
과되었습니다.

플랫폼 OS에는 SP의 커뮤니티 문자열을 공유하는 
NPS 드라이버 모음 RPM 및 활성 SNMP 데몬이 필요
합니다.

표 3-4 SP 이벤트  (2 of 2) 

엔터프라이즈 트랩 ID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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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추가 관리 정보

스크립트 기능 구성
시스템 관리자는 SSH(Secure Shell)를 사용하여 서비스 프로세서에 로그인하고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작업을 원격으로 호출할 수 있는 쉘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참고 – SSH를 사용하기 전에 유효한 초기 관리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SP에는 초
기 관리자 계정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정 계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 관리
자는 추가적인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초기 관리자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의 "2부: SP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SP에는 해당 서버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행시키는 명령 세트가 들어 있으며, 이 명령 
세트를 서버 관리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 세트의 예로, 명령 줄에서 다중 시스템을 
자동 구성하는 데이터 주도(data driven)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Sun Fire V20z and Sun Fire V40z Servers Network Share Volume CD에 있는 파일의 
압축을 풀면 샘플 스크립트를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3
페이지의 "Network Share Volume(NSV) CD-ROM"을 참조하십시오.

쉘 스크립트 사용

시스템 관리자는 SSH를 사용하여 단일 SP의 로그인 및 명령 실행과 관련된 구성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SP의 구성이 동기화되어야 하는 다중 시스템 환경에서는 자동
으로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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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x/Linux 또는 Windows 시스템 관리자는 SSH, 인증된 호스트 관계 또는 공용 키 인
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Unix/Linux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다중 SP에 필요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스크립트에 필요한 시스템 설정 

서버의 원격 스크립트 솔루션은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SSH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SSH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www.openssh.org에서 OpenSSH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SP에서는 SSH v2만 사용 가능합니다. 90 페이지의 "SSH를 사용한 원격 
스크립트"를 참조하십시오.

2. 인증된 호스트 관계를 생성하거나 SSH 인증에 필요한 공용 키를 추가합니다.

명령을 실행하고자 할 때 암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스크립트 환경에서 SSH를 사용하기 
위하여 명령이 전송된 시스템과 명령을 실행할 SP 사이에 인증된 호스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SP에 관리자 수준 사용자를 미리 생성해야 합니다.) 92 페
이지의 "인증된 호스트 관계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SSH 인증에 필요한 공용 키를 추가하면 암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SSH를 통해 로그인하
여 원격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92 페이지의 "공용 키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3. 스크립트에 필요한 클라이언트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할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Windows는 본래 SP의 인증
된 호스트 관계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스크립트를 수행
하려면 SSH를 지원하는 Unix/Linux 도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93페이지의 "스크립트를 
위한 Windows 클라이언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4.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SSH를 사용한 원격 스크립트 
SSH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P에 대한 원격 스크립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company.com라는 SP 이름을 가진 client.company.com UNIX 시스템의 사용
자는 다음 형식의 구문을 사용하여 UNIX 클라이언트에서 SP에 있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ssh sp.company.com 명령

원격 사용자가 SSH 서버에 인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암호를 입력하거나 인증된 호
스트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는 SP에 원격 사용자의 공용 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
니다. 

암호가 필요 없는 인증된 호스트 관계를 사용하는 경우, SP는 원격 사용자와 같은 이름
의 로컬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또는 원격 사용자가 로컬 SP 관리 그룹에 매핑
된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인증된 호스트 관계를 생성할 필요 없이 공용 키 파일을 추가하여 SSH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2 페이지의 "공용 키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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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없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경우, SP의 SSH 데몬이 원격 사용자가 암호 없이 
sp.company.com 으로 액세스 및 로그인하여 명령줄 또는 스크립트에서 원격 ssh 명령
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스크립트에 필요한 다중 시스템 구성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스크립트에 필요한 다중 SP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각 SP에 대한 스크립트를 실행할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구성합
니다. 93페이지의 "스크립트를 위한 Windows 클라이언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인증 관계를 설정하거나 초기 시스템에 공용 키 파일을 추가한 후 자동구성 기능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시스템의 구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92 페이지의 "인증된 호스
트 관계 생성" 및 92 페이지의 "공용 키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키 생성

인증된 호스트 관계를 설정하려면 하나의 호스트를 다른 호스트로 인증하는 데 사용할 
호스트 키를 설정해야 합니다. 호스트에 SSH가 설치되면 호스트 키가 생성되어야 합니
다. 호스트 키가 생성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호스트 키 쌍을 생성해야 합
니다.

1.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ssh-keygen -q -t rsa -f rsa_key -C '' -N ''

2. rsa_key를 /etc/ssh/ssh_host_rsa_key로 이동합니다.

3. rsa_key.pub를 /etc/ssh/ssh_host_rsa_key.pub로 이동합니다. 

4. root 사용자만 /etc/ssh/ssh_host_rsa_key에 대한 읽기 또는 쓰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ssh_host_rsa_key.pub 파일은 SP로 전송할 파일입니다.

참고 – 키 유형은 프로토콜 2 버전, 키의 크기는 1024 비트(ssh-keygen이 기본값 생성)
만 지원됩니다. 

5. scp를 사용(안전 복사)하거나 SP에 마운트된 외부 파일 시스템에 호스트 키를 복사하
여 호스트의 공용 키(ssh_host_rsa_key.pub 파일)를 SP로 복사합니다. 

참고 – scp를 사용하면 /tmp 디렉토리 또는 홈 디렉토리로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
다. 이제 sp 명령이 명령줄에 입력된 파일을 설치합니다.

6. 암호를 사용하지 않고 공용 키를 생성하여 액세스하려면 92페이지의 "인증된 호스트 관
계 생성"에서 계속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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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호스트 관계 생성

인증된 호스트 관계를 추가하는 것은 암호가 필요 없는 액세스의 한가지 방법이며 일대
다(one-to many) 스크립트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호스트 대등 관계가 
생성되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어 해당 클라이언트의 사용자는 암호를 입력하
지 않고도 원격으로 SP상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로그인 이름이 SP의 로컬 사용자의 로그인 이름과 같습니다.

■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로그인은 SP 관리 그룹에 매핑된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에 포함
됩니다. 이러한 경우, SSH 명령은 rmonitor, radmin 또는 rmanager와 같이 SP에서 잘 
알려진 보조 사용자의 권한으로 실행됩니다. 

참고 – SSH 프로토콜 버전 2 키 유형(RSA 또는 DSA)에만 지원됩니다. DNS가 SP에서 
활성화된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DNS 이름(IP 주소 아님)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관리자 수준의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명령줄에서 access add trust 명령을 사용하
면 지정된 호스트에 대하여 인증된 호스트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access add trust {-c | --client} HOST {-k | --keyfile} \
PUBLIC KEY FILE

공용 키 추가 

사용자의 공용 키를 추가하면 암호 없이 액세스할 수 있어 일대다(one-to-many) 스크립
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사용자에 대한 공용 키가 SP에 설치되고 해당 사용자
가 관련된 공용 키를 클라이언트에 설치한 경우, 그 사용자는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SP의 명령을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SSH 프로토콜 버전 2 키 유형(RSA 또는 DSA)에만 지원됩니다. 

로컬 사용자만 공용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 매핑으로부터 인
증을 받은 사용자는 공용 키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로컬 시스템 관리자 또는 관리자 수준 사용자는 다음의 access add public key 명
령을 사용하여 공용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access add public key -l PUBLIC_KEY_FILE [-u user]

해당 공용 키 파일은 RSA 또는 DSA 키입니다. 최대 10명까지 공용 키를 설치할 수 있
으며 한명 당 하나의 키만 허용됩니다.

시스템 관리자 수준의 사용자는 자신의 공용 키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수준의 
사용자는 원하는 로컬 사용자의 공용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user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현재의 사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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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키의 길이는 최대 4096 비트까지 지원됩니다.

호스트 키 쌍 생성 

인증된 호스트 관계를 설정하려면 하나의 호스트를 다른 호스트로 인증하는 데 사용할 
호스트 키를 설정해야 합니다. 암호 없이 액세스할 SP에 공용 키를 복사하여 호스트 키 
쌍을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sh-keygen -t rsa -N

2. 기본값을 채택하여 다음 디렉토리에 설치합니다.

$HOME/.ssh/id_rsa

다음 파일이 생성됩니다.
$HOME/.ssh/id_rsa
$HOME/.ssh/id_rsa.pub 

스크립트를 위한 Windows 클라이언트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할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 시스템 및 SP에 관리자 수준 사용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두 시스템에 존재하는 사용자 이름이라면 어떤 사용자든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SP의 호스트 이름을 정의합니다. 

3.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을 정의합니다. 

4. SP와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서로의 주소를 분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Cygwin 도구 모음 설치

Windows는 본래 SP의 인증된 호스트 관계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Windows 클라
이언트에서 스크립트를 수행하려면 SSH를 지원하는 Unix/Linux 도구를 설치해야 합
니다. 

Cygwin 도구 모음을 설치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www.cygwin.com에 방문합니다. 

2. 여러 개의 "Install Cygwin now!" 아이콘 중 하나를 눌러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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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을 참고하여 setup.exe 프로그램을 로컬 폴더에 저장합니다. 

Download 대화상자에서 Save를 선택합니다. 

4. 폴더를 열고 setup.exe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5. Install Wizard의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다음의 옵션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Download Source: Install from Internet 
■ Root Install Directory: File type - Unix 
■ Internet Connection: Direct Connection 

6. 다운로드 미러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7. Select Package 대화상자에서 Net Category를 열고 OpenSSH 및 OpenSSL 항목에 체
크합니다. 

8. 설치를 마칩니다. 

인증된 호스트를 사용한 SSH 액세스 활성화

local /etc/password 파일에 사용자를 추가하여 서비스 프로세서에 인증된 호스
트 액세스를 시도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Bash 쉘을 실행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액세스를 활성화합니다. 

■ 모든 네트워크 계정을 추가하려면 mkpasswd >> /etc/passwd를 실행합니다.

■ 로컬 계정만 추가하려면 mkpasswd -l >> /etc/passwd를 실행합니다.

2. /etc/ssh_config 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하여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

Host *
HostbasedAuthentication yes

3. 다음 명령을 실행하려 호스트 키를 설정합니다. 

# ssh-host-config

4. 클라이언트 상의 관리자 수준 사용자는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인증된 호스트 관계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이 단계에서는 manager1을 예로 사용). 

a. 클라이언트 키를 SP의 /tmp로 복사합니다. 

# scp /etc/ssh_host_dsa_key.pub manager1@sp.test.com:/tmp

b. 관리자 수준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하여 scp 명령에 대한 인증을 받으십시오. 

c. 이 SP의 인증된 호스트 세트에 클라이언트를 추가합니다. 

# ssh manager1@sp.test.com access add trust -c
client.test.com\ -k /tmp/ssh_host_dsa_key.pub 

d. SSH 명령에 대한 인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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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p.test.com 및 client.test.com에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는 암호를 입력
하지 않고도 같은 이름의 계정을 사용하여 sp.test.com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Windows에서 핫 키 쌍 생성

호스트 키 쌍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SSH 클라이언트를 실행합니다. 

Windows에서 Cygwin Bash 쉘을 실행합니다. Windows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SSH를 지원하는 Unix/Linux 도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93페이지의 "스크립트를 위한 
Windows 클라이언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2. DSA 및 RSA 키 쌍을 모두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ssh-host-config를 실행합니다. 

/etc/ssh_host_dsa_key 
/etc/ssh_host_dsa_key.pub 
/etc/ssh_host_rsa_key 
/etc/ssh_host_rsa_key.pub 

호스트 키 쌍은 Windows 시스템의 경우 /etc에 생성되고 Unix/Linux 시스템에서는 
/etc/ssh에 설치됩니다. 

공용 키를 사용한 SSH 액세스 활성화

공용 키를 설치하여 SSH 액세스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호스트 키를 설정합니다. 93 페이지의 "호스트 키 쌍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access add public key 명령을 사용하여 공용 키를 설치합니다.

3.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sh-keygen -t rsa -N

이 명령은 ~/.ssh/id_dsa 및 ~/.ssh/id_dsa.pub를 생성합니다.

4.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cp ~/.ssh/id_rsa.pub SP_IP:/tmp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암호를 입력합니다.

5.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sh SP_IP access add public key -k /tmp/id_rsa.pub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암호를 입력합니다.

6.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sh SP_IP rm -f /tmp/id_rsa.pub

위와 같이 함으로써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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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리 명령 스크립트 작성을 위한 지침

이 절에서는 하나 이상의 SP에서 원격 실행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시스템
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쉘 스크립트: 표준 쉘 스크립트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89 페이지의 "쉘 스크
립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SSH: 현재 SSH(Secure Shell)을 사용하고 있어야만 자동 명령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90 페이지의 "SSH를 사용한 원격 스크립트"를 참조하십시오.

■ 인증: SP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마다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각 SP에 공
용 키 또는 인증된 호스트 키를 업로드하십시오. 92 페이지의 "인증된 호스트 관계 생
성" 및 92 페이지의 "공용 키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인증 수준: 대부분의 관리 작업은 시스템 관리자 수준의 사용자가 수행하지만 액세
스 권한 변경(예: 사용자 추가, 키 업로드)은 보통 관리자 수준의 액세스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리턴 코드: 모든 하위 명령은 완료 시 하나 이상의 리턴 코드를 반환합니다. 

■ nowait 인수: 대부분의 명령은 상당히 빨리 실행을 완료하여 동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플랫폼 재부팅과 같은 긴 작업의 경우에는 --nowait 옵션이 제공되어 스크립트가 작
업이 복귀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작업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 quiet 인수: 삭제 및 업데이트 작업(access delete user, sp delete event)
은 여러 개의 대상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대상의 집합이 SP 집합에서 삭제되
었는지를 확인하려면, 하나의 대상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quiet 인수를 사용하
여 오류를 출력하지 않거나 플랫폼 명령에서 대화식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령 출력 결과

일반적인 출력은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정의됩니다.

■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0을 반환합니다(성공 메시지는 반환되지 않음). 필수 
정보를 함께 반환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 표, 대화식 경고 메시지, 비 오류 메시지는 표준 출력으로 지정됩니다.

■ 오류가 반환될 경우에는 리턴 코드 및 설명을 위한 오류 문자열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get 명령을 실행했을 때 출력되는 표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 결과가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머리글 열이 기본적으로 출력됩니다. 

■ 한 줄만 출력되는 경우에는 머리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머리글을 출력하지 않으려면 -H 인수를 사용하십시오.

■ 각 열의 데이터는 왼쪽으로 정렬되며 모든 열 사이에는 최소 한 칸의 공백이 있습니
다.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됩니다.

■ -D 인수를 사용하면 스크립트에 구분 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백을 사용하여 
필드를 파싱(Parsing)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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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줄의 번호와 데이터 값의 유형이 같은 경우, 각 열은 가변 데이터가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각각 다른 줄에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access get users -g 
monitor를 실행하면 모니터링 사용자의 목록이 각각 다른 줄에 출력됩니다. 

■ 여러 줄의 결과가 출력되는 명령(예: inventory get hardware)에는 출력되는 
열의 수가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verbose 인수를 지정하면 모든 열이 표
시됩니다. 일부 명령에는 출력할 열의 수를 지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인수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권장 팁
■ 모든 스크립트가 공유하게 될 파일에 SP의 IP 주소 세트를 기록합니다.

■ 초기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사용할 것인지 고려한 후 해당 계정의 공
용 키를 SP에 업로드합니다. 

■ SP에 로그인하여 명령을 하나씩 실행하려면 SSH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각 명령의 출
력 결과와 리턴 코드를 테스트합니다. 

■ 나머지 시스템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스테이징(Staging) 시스템의 스크립트
를 테스트합니다.

■ 모든 SP를 동일하게 구성하려면 단일 SP를 구성할 지 고려한 후  sp load 
settings 명령을 사용하여 나머지 시스템의 구성을 동기화합니다. 

참고 – SP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전체 
Bash 환경 제외).

직렬로 콘솔 재지정
콘솔과 직렬 포트와의 상호작용을 재지정하면 서버를 모니터링할 때 다른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BIOS는 기본적으로 콘솔 출력 결과를 직렬로 재지정합니다(9600, 8N1, 핸드쉐이크하
지 않음). 

이 절에서는 Linux 및 Solaris 기반 서버에서 이 옵션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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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기반 서버

주의 – 직렬 콘솔 재조정은 Linux 고급 사용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구성 파일에 문제가 생기면 서버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서버가 부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구성의 목적은 부팅 로더의 출력 결과를 재지정하도록 구성하여 적절한 매개변수를 
커널로 전달하고 직렬 포트의 로그인 세션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부팅 로더 프로그램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실행될 때까지 BIOS는 기본적으로 콘솔 
출력 결과를 직렬로 재지정합니다(9600, 8N1, 핸드쉐이크하지 않음) 부팅 로더가 키보드, 
비디오 및 마우스(KVM) 콘솔과 더불어 직렬 콘솔을 지원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두 가지 부팅 로더가 grub과 Linux Loader(LILO)입니다. 

주의 – 구성 파일의 작업중인 이미지는 바로 편집하지 마십시오. 

작업중인 이미지 조각을 복사하여 구성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복사된 조각에 대해 변
경사항을 편집합니다. 

grub 

grub을 사용하는 경우, 콘솔을 직렬로 재지정하려면 3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단
계에서 grub 구성 파일을 편집하게 됩니다.

■ Red Hat Linux를 사용하는 경우 grub 파일은 /etc/grub.conf입니다. 
■ SUSE Linux를 사용하는 경우 grub 파일은 /boot/grub/menu.1st입니다. 

참고 – Red Hat Linux 시스템에서는 /etc/grub.conf 파일이 
/boot/grub/grub.conf 파일에 대한 심볼릭 링크일 수 있습니다. 

1. 커널로 적절한 콘솔 매개변수를 전달합니다. 

2. grub 메뉴 시스템을 구성하여 올바른 콘솔로 재지정합니다.

3. 올바른 직렬 콘솔의 표시를 방해하는 스플래시 이미지는 모두 삭제합니다. 

매개변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커널 설명서의 kernel-parameters.txt를 참조하
십시오. 

grub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info grub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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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원격 직렬 집중 장치에서 화살표 키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CTRL+P> 및 
<CTRL+N> 키 조합을 사용하여 차례로 Previous 및 Next를 선택합니다. Enter를 누르
면 해당 항목이 부팅됩니다. 

console=ttyS0 매개변수가 시스템이 직렬 포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지시합니다. 
console=tty0 매개변수가 시스템이 두 번째 KVM 포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지시
합니다. 

grub 구성 파일의 작업중인 이미지 조각은 커널 이미지가 부팅할 때 필요한 입력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스톡 커널에 입력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kernel /vmlinuz-커널_개정 ro root=/dev/sda5 

여기서 커널_개정은 사용하고 있는 커널의 버전을 의미합니다. 

1. 사용중인 이미지가 다음 콘솔 커널 매개변수를 포함하도록 스톡 커널 입력 값을 변경합
니다. 

kernel /vmlinuz-커널_개정 ro root=/dev/sda5 
console=ttyS0,9600 console=tty0 

참고 – 이 옵션은 줄바꿈 없이 모두 한 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grub 구성 파일의 첫 부분에 다음 2줄을 추가합니다.
serial --unit=0 --speed=9600 

terminal serial console 

파일 앞부분에 이 2줄을 추가하면 직렬 포트 또는 KVM이 grub 콘솔로 설정되어 로컬 
내에서나 원격으로 grub 메뉴에서 부팅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grub 구성 파일에서 다음 줄을 삭제하거나 주석으로 처리합니다. 
splashimage=(hd0,1)/boot/grub/splash.xpm.gz 

splashimage 줄을 삭제하면 직렬 연결 시 높은 호환성을 얻을 수 있으며 스플래시 이
미지는 grub 메뉴가 제대로 표시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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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O 

참고 – BIOS의 "Console Redirection After POST" 옵션을 활성화하고 LILO가 부팅 로
더로 사용되는 경우, 화면에 "L"이 출력된 채 시스템이 멈출 수 있습니다. 

LILO가 사용하는 2단계 부팅파일 로드에 필요한 하위 메모리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BIOS의 "Console Redirection After POST" 옵션을 끄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부팅됩니다. 102페이지의 "BIOS 콘솔 재지정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참조
하십시오. 

"Console Redirection after POST" 옵션이 필요한 경우 grub를 사용하거나 LILO의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현재 LILO의 버전은 22.5.9입니다. LILO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http://lilo.go.dyndns.org/에 방문하여 링크를 누릅니다.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사용중인 운영 체제가 LILO 업데이트 버전을 지원하는지 공급업
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널로 적절한 매개변수 전달

LILO는 이미지 조각의 append 기능을 사용하여 직렬 콘솔 사용을 위한 적절한 매개변
수를 커널에 전달합니다. 

1. Sun Fire V20z 또는 V40z 서버의 /etc/lilo.conf 파일에 append 명령문의 콘솔을 
입력합니다. 
append="console=ttyS0,9600 console=tty0" 

2. 변경사항을 활성화하려면 /etc/lilo.conf 파일을 편집한 후, 명령줄에서 lilo를 실
행합니다. 

LILO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man lilo 또는 man lilo.conf 명령을 실행하
십시오.   

getty 

getty 서비스를 실행하여 직렬 인터페이스에서 로그인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getty를 활성화하려면 /etc/inittab 파일의 gettys 목록에 다음 줄을 추가합니다. 
7:12345:respawn:/sbin/agetty 9600 ttyS0 

참고 – 위 줄은 목록의 어느 부분에든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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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첫번째 숫자는 inittab 파일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현재의 gettys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Run gettys in standard runlevels 

1:2345:respawn:/sbin/mingetty tty1 

2:2345:respawn:/sbin/mingetty tty2 

3:2345:respawn:/sbin/mingetty tty3 

4:2345:respawn:/sbin/mingetty tty4 

5:2345:respawn:/sbin/mingetty tty5 

6:2345:respawn:/sbin/mingetty tty6 

securetty 

직렬 콘솔 장치 /dev/ttyS0을 /etc/securetty 파일에 추가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
행하십시오. 
# echo ttyS0 >> /etc/securetty 

Solaris 기반 서버

주의 – 직렬 콘솔 재조정은 Solaris 고급 사용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bootenv.rc 파일에 문제가 생기면 서버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서버가 부
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 – 기본 출력장치는 screen, 입력장치는 keyboard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 변경하기

Solaris 기반 서버에서 Console Redirection over Serial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다음을 수
행하십시오. 

● 터미널 창에서 eeprom 명령을 실행하여 다음과 같이 입출력 장치에 대한 설정을 변경
합니다. 
eeprom output-device=ttya 

eeprom input-device=tt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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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확인하기

변경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터미널 창에서 인수 없이 eeprom 명령을 실행합니다. 

bootenv.rc파일의 내용이 터미널 창에 표시됩니다. 

2. 다음 내용을 찾아 정확한 값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output-device=ttya 

input-device=ttya 

기본 설정으로 다시 설정하기

기본 설정으로 시스템 되돌리기 

● 입출력 장치를 기본 설정으로 되돌리려면 다음 인수로 eeprom 명령을 실행합니다. 
eeprom output-device=screen 

eeprom input-device=keyboard 

BIOS 콘솔 재지정 활성화 및 비활성화 

참고 – BIOS의 콘솔 재지정 옵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있습니다. 

BIOS의 기본 설정이 변경된 경우, 콘솔 재지정 설정을 다시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
행합니다. 

1.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2. 화면이 나타나면 <F2>키를 눌러 BIOS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3. 화면 상단의 범주 중 Advanced 메뉴를 선택합니다. 

4. Console Redirection을 선택합니다. 

참고 – 이 메뉴의 모든 설정은 원격 콘솔 액세스와 SOL(Serial-Over-LAN) 기능을 구성
할 때 필요하므로 기록해둡니다. 

■ Console Redirection to Serial 옵션을 비활성화하려면 Com Port Address 옵션에서 
Disabled를 선택합니다. 

■ 보오율을 변경하려면 Baud Rate 옵션에서 원하는 비트율을 선택합니다. 
■ Continue C.R. after POST를 비활성화하려면 설정을 OFF로 변경합니다. 
102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 서버 관리 설명서 • 2005년 7월



5. BIOS 설정에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6. <F10>키를 눌러 BIOS 설정을 종료합니다.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려면 서버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Network Share Volume(NSV) CD-ROM
네트워크 공유 볼륨(NSV) 구조는 Sun Fire V20z and Sun Fire V40z Servers Network 
Share Volume CD에 있는 서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P는 외부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이벤트 로그파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진단 및 문제해결 덤프 유틸리티등 몇 가지 기능을 실행하려면 
파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NSV를 구성하여 여러 SP에서 공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자 수준의 사용자는 외부 파일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일반 사용자는 현재의 구성을 볼 수만 있습니다. 

서버에는 다음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플랫폼 BIOS
■ SP 기본 소프트웨어
■ SP 부가 소프트웨어
■ Java Runtime Environment(JRE) 패키지 다운로드용 업데이트 파일
■ 네트워크 공유 볼륨(진단 기능 포함) 소프트웨어
■ 플랫폼 소프트웨어
■ 마더보드 플랫폼 드라이버

위의 모든 소프트웨어 패키지에는 NSV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부 파일 시스템이 설치 및 
구성될 때 파일 서버에 설치됩니다. 

NSV 소프트웨어 설치 및 압축풀기에 대한 지침은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
버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 장 추가 관리 정보 103



네트워크 공유 볼륨 구조 
표 4-1은 Sun Fire V20z and Sun Fire V40z Servers Network Share Volumn CD-ROM
에 포함된 압축된 패키지를 나열합니다.  

압축을 풀면 표 4-1에 있는 압축된 패키지는 NSV의 다음 디렉토리에 채워집니다.

/mnt/nsv/

diags 
logs 
scripts 
snmp 
update_server 
sw_images (OS 별 .zip 파일중 하나의 압축을 풀면 이 폴더가 표시됩니다.)  

표 4-1 Network Share Volume CD-ROM의 압축 패키지

파일 이름 파일 내용

nsv_V2_2_0_x.zip SP 및 플랫폼 진단(SP 소프트웨어 일부 지원)

nsv-redhat_V2_2_0_x.zip Red Hat Linux OS 드라이버

nsv-solaris_V2_2_0_x.zip Solaris 9 및 10 OS 드라이버

nsv-suse_V2_2_0_x.zip SUSE Linux OS 드라이버

표 4-2 네트워크 공유 볼륨의 추출 파일

파일 이름 설명

diags 서버 진단의 오프라인 위치

logs  SP 로그 파일의 오프라인 위치

scripts 명령어 스크립트에 사용할 수 있는 샘플 스크립트

snmp  SNMP MIBS 

자세한 내용은 3 장을 참조하십시오.  

update_server  SP 소프트웨어 및 BIOS 업데이트용 응용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1 장을 참조합니다. 

sw_images 플랫폼 계층구조 및 SP 구성요소(각 버전의 하위 디렉토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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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Over LAN 
Serial Over LAN(SOL) 기능을 통하여 서버가 직렬 문자 스트림을 베이스보드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Transmitter)에서 LAN의 원격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재지정합니다. 직렬 인터페이스와 비교할 때, SOL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직렬 집중 장치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 케이블 연결의 수를 줄입니다. 
■ 비디오, 마우스 또는 키보드 없이도 헤드리스(headless) 서버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rial over LAN은 LAN 연결과 ssh 세션이 설정된 콘솔이 올바르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Linux 환경에서는 csh 또는 ksh와 같은 쉘을 콘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콘솔은 여
러 서버를 모니터링할 스크립트 환경에서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서버에서 SOL 기능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참고 – SOL 기능이 활성화되면 외부 DB9 직렬 포트(COM A)를 통해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참고 – SP_사용자 변수는 SP 보안 시 생성된 사용자 계정입니다. SP의_IP_주소는 SP에 
할당된 IP 주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의 "SP의 초기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SP를 통해 SOL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SOL 기능 활성화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ssh -l SP_사용자 SP의_IP_주소 platform set console -s sp -e -S 9600

참고 – -S 인수로 전달된 보오율 값이 BIOS의 직렬 재지정 기능에 지정된 속도와 부팅 
로더 및 OS 구성에 사용되는 속도와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BIOS 설정의 기본 보오율은 96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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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기능 비활성화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ssh -l SP_사용자 SP의_IP_주소 platform set console -s platform 

SOL 세션 실행

SOL 세션을 실행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sh SP의_IP_주소 -l SP_사용자 platform console 

SOL 세션 종료

SOL 세션을 종료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Control-e를 누릅니다.

2. 'c' 키를 누릅니다. 

3. 마침표 키(.)를 누릅니다. 

ssh 세션을 종료하여 SOL 세션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Enter를 누릅니다.

2. 틸드 키(~)를 누릅니다. 

3. 마침표 키(.)를 누릅니다. 

원격 콘솔 터미널에 대한 제어 시퀀스 
원격 콘솔 터미널을 사용하는 서버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표 4-3에 표시된 제어 시퀀스
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 기능 키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표 옆에 
나열된 제어 시퀀스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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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또는 Solaris OS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어 시퀀스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표 4-3 원격 콘솔 터미널에 대한 특수 키 

기능 키 제어 시퀀스

HOME <ESC> h

END <ESC> k

INSERT <ESC> +

DELETE <ESC> -

PAGE UP <ESC> ?

PAGE DOWN <ESC> /

ALT <ESC>^A

CTRL <ESC>^C

F1 <ESC> 1

F2 <ESC> 2

F3 <ESC> 3

F4 <ESC> 4

F5 <ESC> 5

F6 <ESC> 6

F7 <ESC> 7

F8 <ESC> 8

F9 <ESC> 9

F10 <ESC> 0

F11 <ESC> !

F12 <E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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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서버 관리 명령 요약

서버 프로세서(SP)에는 해당 서버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행시키는 명령 모음이 들어 
있으며, 이 명령 모음을 서버 관리 명령이라고 합니다.  

참고 – 이 부록은 SP에서 사용 가능한 서버 관리 명령 그룹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하위 
명령, 인수 및 각 명령 유형의 리턴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A-1에 나타난 대로 이 
설명서의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ssh 프로토콜 사용
서비스 프로세서(SP)에서 이 명령을 실행하려면 ssh 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 SP에 대화형 쉘을 사용합니다. 

■ 각 명령을 일련의 텍스트 단위로 시작합니다.  

SP의 대화형 쉘
대화형 쉘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대화형 쉘에 로그인하여 인증합니다. 

# ssh -l SP의_IP_주소 SP_사용자 
 109



시작 텍스트 
● 각 명령을 다음 텍스트로 시작합니다.

# ssh -l SP의_IP_주소 SP_사용자 

명령 
서버 관리 명령은 인수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동작을 수행하고 그 결과 또는 텍스트
를 표준 출력 장치에 표시합니다. 명령은 유사한 기능별로 그룹화되며 각 명령에는 그
룹화된 내부의 기능을 지원하는 수 많은 하위 명령이 있습니다. 

참고 – 모든 하위 명령은 (help 예외) 완료 시 리턴 코드를 반환합니다. 간단한 내용은 
111페이지의 "리턴 코드"를 참조하십시오.

표 A-1에는 서버 관리 명령 그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A-1 서버 관리 명령  

명령 그룹 설명

access 사용자, 그룹 및 SSL과 같은 인증된 사용자는 SP의 액세스 제
어 및 보안 기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부록 B, "액세스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diags 사용중인 서버와 함께 제공된 진단 테스트를 관리합니다.
부록 C, "진단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inventory 인증된 사용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부록 D, "인벤토리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ipmi IPMI 기능을 관리합니다. 
부록 E, "IPMI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platform 인증된 사용자는 플랫폼 운영 체제 재부팅, 시스템 상태 수집
등과 같은 플랫폼 활동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부록 F, "플랫폼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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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모든 하위 명령은 완료 시 하나 이상의 다음 리턴 코드를 반환합니다. 각 하위 명령 및 
하위 명령에 해당하는 리턴 코드는 이 사용 설명서의 아래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표 A-2는 서버 관리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를 나열합니다.  

sensor 환경 센서 또는 제어 값을 보고하거나 설정합니다. 
부록 G, "센서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sp 인증된 사용자는 네트워킹, 외부 파일 시스템, SNMP, SMTP, 
SSL 및 이벤트 로그등과 같은 SP 구성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부록 H, "서비스 프로세서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help 다음 텍스트를 반환합니다 .
Available Commands: platform, access, sp, 
sensor, inventory, ipmi. Each of these 
commands includes a help option (--help).

표 A-2 리턴 코드  (1 / 2)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
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
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
등)를 찾을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MissingArgument 7 인수가 누락되었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 A-1 서버 관리 명령 (계속) 

명령 그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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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중입니다. 

NWSE_NotImplemented 10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NWSE_RPCConnected 11 RPC 클라이언트가 이미 연결되었
습니다. 

NWSE_RPCConnRefused 12 RPC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NWSE_NoRouteToHost 13 호스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네
트워크 다운). 

NWSE_HostDown 14 호스트가 다운되었습니다. 

NWSE_UnknownError 15 다른 오류로 인해 기타 오류가 포착
되지 않았습니다. 

NWSE_GatewayOffNet 16 게이트웨이 주소가 네트워크상에 
있지 않습니다. 

NWSE_NetMaskIncorrect 17 잘못된 넷마스크가 지정되었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NWSE_Exist 19 엔티티(사용자, 서비스등)가 이미 
있습니다. 

NWSE_NotRecognized 20 요청이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NWSE_NotMounted 21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지 않았습
니다. 

NWSE_InvalidOpForState 22 현재 상태에 잘못된 작동입니다. 

NWSE_TimedOut 23 작동 시간이 초과했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
니다. 

NWSE_DeviceError 25 장치를 읽거나 쓸 수 없습니다. 

NWSE_LimitExceeded 26 제한 값을 초과했습니다. 

표 A-2 리턴 코드  (2 / 2) 

리턴 코드 I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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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액세스 명령 

access 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을 검증하거나 인증 서비스를 제어합니다. 액세스 명령
을 사용하여, 사용자 그룹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그룹에서 사용
자를 삭제하고 관리 그룹이 정의된 사이트와 서버 프로세서에서 작업을 인증하는 데 사
용된 관리 그룹사이의 매핑을 지정합니다. 

참고 – 표 B-1에는 access 하위 명령의 그룹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위 명
령은 완료 시 리턴 코드를 반환합니다.  

표 B-1 access 하위 명령 그룹 

하위 명령 그룹 설명

access 
config-sharing 

자동구성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 공유를 제어합니다. 

access groups 지정된 사용자 또는 정의된 그룹에 대하여 승인 그룹을 반환합니다. 

access map 표준 관리 그룹 중 하나로 매핑된 기존 사이트 지정 그룹 이름(디렉
토리 서비스 그룹)을 반환하고 매핑하거나 매핑 해제합니다. 

access public key 공용 키 및 공용 키 사용자를 관리합니다. 

access services 사용자의 그룹 멤버쉽을 결정하는 디렉토리 서비스 구조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거나 정의합니다. 

access trust 지정된 호스트에 대해 호스트 기반 인증관계를 생성합니다. 

access user 로컬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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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Config-Sharing 하위 명령
표 B-2의 하위 명령은 구성 공유 기능을 제어합니다. 이 기능은 자동구성에 필요합니다.  

Access Enable Config-Sharing 하위 명령

설명: 이 명령은 SP에서 실행됩니다. 이 명령은 하나의 SP가 다른 SP의 구성 설정에 사
용될 원본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PS에 config-sharing 설정을 활성화하면, 첫번째 서버
에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을 가진 다른 SP가 첫번째 서버의 구성 설정을 복제할 수 있습
니다. 

형식
access enable config-sharing 

리턴 코드

표 B-3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B-2 Access Config-Sharing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access enable 
config-sharing 

해당 SP가 다른 SP의 구성 설정에 사용될 원본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access diable 
config-sharing 

해당 SP가 다른 SP의 구성 설정에 사용될 원본이 되는 것을 방지
합니다. 

access get config-
sharing 

구성 공유 설정의 값을 반환합니다.

표 B-3 access enable config-sharing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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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Disable Config-Sharing 하위 명령

설명: 이 명령은 SP에서 실행됩니다. 이 명령은 하나의 SP가 다른 SP의 구성 설정에 사
용될 원본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형식
access disable config-sharing 

리턴 코드

표 B-4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
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표 B-4 access disable config-sharing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
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표 B-3 access enable config-sharing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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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Disable Config-Sharing 하위 명령

설명: 이 명령은 구성 공유 설정의 값을 반환합니다.

형식
access get config-sharing 

값

이 하위 명령의 값을 보려면 표 B-5를 참조하십시오.  

리턴 코드

표 B-6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B-5 access get config-sharing 하위 명령의 값

값 설명

Enabled 구성 설정 공유를 허용합니다. 해당 SP는 다른 SP의 구성 설정에 사용될 
원본입니다. 

Disabled 구성 설정 공유를 방지합니다. 해당 SP가 다른 SP의 구성 설정에 사용될 
원본이 될 수 없습니다. 

표 B-6 access get config-sharing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
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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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그룹 하위 명령
표 B-7의 하위 명령은 지정된 사용자 또는 정의된 그룹에 대하여 승인 그룹을 반환합니다.  

Access Get Group 하위 명령 
설명: 지정된 사용자에 대한 승인 그룹을 반환합니다. 

형식
access get group 

리턴 코드

표 B-8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B-7 Access Group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access get group 지정된 사용자에 대한 승인 그룹을 반환합니다. 

access get groups 표준 그룹을 포함한 정의된 그룹 목록을 반환합니다. 

표 B-8 access get group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
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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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ccess Get Groups 하위 명령

설명: 표준 그룹을 포함한 정의된 그룹 목록을 반환합니다. 

형식
access get groups 

리턴 코드

표 B-9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Access Map 하위 명령
표 B-10의 하위 명령은 기존의 사이트 지정 그룹 및 표준 관리 그룹 중 하나의 매핑을 관
리합니다.  

표 B-9 access get group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표 B-10 Access Map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access get map 특정 관리 그룹에 매핑된 모든 사이트 지정 그룹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access map 기존의 사이트 지정 그룹 이름(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을 표준 관리 그룹 
중 하나로 매핑합니다. 

access unmap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 및 관리 그룹 매핑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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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Get Map 하위 명령 
설명: 특정 관리 그룹에 매핑된 모든 사이트 지정 그룹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형식
access get map [{-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참고 – 모든 그룹에 대한 매핑을 반환하려면, 명령줄에 그룹 이름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표 B-11 은 이 하위 명령의 인수를 나열합니다. 

리턴 코드

표 B-12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를 나열합니다.  

표 B-11 access get map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표 B-12 access get map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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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Map 하위 명령

설명: 기존의 사이트 지정 그룹 이름(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을 표준 관리 그룹 중 하나
로 매핑합니다. 

형식
access map {-d | --dsgroup} DIRECTORY-SERVICES-GROUP 
{-g | --group} LOCAL-GROUP {-v | --verify} 

표 B-11은 이 하위 명령의 인수를 나열합니다.  

리턴 코드

표 B-14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B-13 access map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d | --dsgroup} 표준 관리 그룹에 매핑하고자 하는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의 이름 

{-g | --group}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에 매핑하고자 하는 표준 관리 그룹의 이름 

{-v | --verify} 그룹이 존재하는지 확인

표 B-14 access map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
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
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InvalidOpForState 22 현재 상태에 잘못된 작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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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Unmap 하위 명령

설명: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 및 관리 그룹 매핑을 삭제합니다.

형식
access unmap [-a | --all] DIRECTORY-SERVICES-GROUP 

표 B-15에는 이 하위 명령의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B-16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Access Directory Service 하위 명령
서비스는 사용자의 그룹 멤버쉽을 결정하는 디렉토리 서비스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원
격 사용자는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을 로컬 SP  관리 그룹에 연관시키는 그룹 매핑을 통
하여 SP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게 됩니다. 

표 B-15 access unmap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DIRECTORY-SERVICES-GROUP 매핑을 삭제하고자 하는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의 이름 

[-a | --all] 모든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에 대한 매핑을 삭제합니다. 

표 B-16 access unmap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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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스템 관리자는 access map 명령을 사용하여 알맞은 디렉토리 서비스 구성을 
설정하고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에서 로컬 SP 관리 그룹으로의 매핑을 생성해야 합니다.

표 B-17에는 Access Directory Services 하위 명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Access Disable Service 하위 명령 
설명: SP의 이름 서비스 검색 시스템에서 디렉토리 서비스(NIS 또는 ADS)를 비활성화
합니다. 

형식
access disable service {nis | ads}

표 B-18에는 이 하위 명령의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B-17 Access Directory Services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access disable service 디렉토리 서비스를 비활성화합니다. 

access enable service 디렉토리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access get services 사용자의 그룹 멤버쉽을 결정하는 디렉토리 서비스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표 B-18 access disable servic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nis | ads } NIS 또는 ADS로 서비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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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B-19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Access Enable Service 하위 명령

설명: SP의 이름 서비스 검색 시스템에 디렉토리 서비스(NIS 또는 ADS)를 활성화합니다. 

형식
access enable service NIS {-d | --domain} DOMAIN NAME {-s | --server } 
SERVER 

access enable service ADS {-d | --domain} DOMAIN NAME {-s | --server } 
SERVER {-k | --keytab} KEYTAB FILENAME {-o | --ou} ORGANIZATIONAL UNIT 
{-l|--logon} LOGON 

표 B-20은 이 하위 명령의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B-19 access disable servic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
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InvalidOpForState 22 현재 상태에 잘못된 작동입니다. 

표 B-20 access enable servic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d | --domain}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s | --server} 서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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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의 디렉토리 서비스로 ADS를 사용하려면 활성 디렉토리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SP의 이름 서비스 라이브러리는 이 계정을 사용하여 활성 디렉토리 서버의 LDAP 인터
페이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이 계
정에 대한 키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ktpass -princ <logon>@<domain> -pass <password> -mapuser <logon> -out 
<output filename> 

그런 다음, 키탭 파일은 암호화된 파일 전송 구조를 통해 안전하게 SP로 전송되어야 합
니다. 

SP의 클럭은 정확해야 하며 DNS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SP에는 DNS 레코드가 있
어야 함). 

디렉토리 서비스가 이미 활성화된 경우, 다음 명령 및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저장된 설정은 서비스를 재활성화할 때 사용됩니다. 
access enable service -t <nis | ads> 

리턴 코드

표 B-21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k | --keytab} ADS만 해당: ADS 키탭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o | --ou} ADS만 해당: 그룹 데이터를 검색할 이름 서비스 라이브러리 하위에 
조직 단위(OU)를 지정합니다. 

{-l | --logon} ADS만 해당: 활성 디렉토리 계정에 대한 로그인 ID를 지정합니다. 

표 B-21 access enable servic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
니다. 

표 B-20 access enable service 하위 명령의 인수 (계속) 

인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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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Get Services 하위 명령

설명: 현재의 네임 서비스 옵션(NIS 또는 ADS)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형식
access get services [ {-t | --type } NIS 
[{-d | --domain} | {-s | --server}] 
[-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access get services [ {-t | --type } ADS 
[{ -d | --domain} | {-s | --server} | 
{-l | --logonID} | {-o | --ou}] 
[-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표 B-22는 이 하위 명령의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했
습니다. 

NWSE_InvalidOpForState 22 현재 상태에 잘못된 작동입니다. 

표 B-22 access get service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t | --type } NIS 또는 ADS 서비스의 구성 정보를 반환합니다. -t를 지정하
면 활성화된 서비스 목록이 반환됩니다. 

{-d | --domain} 도메인 정보를 반환합니다. -d 및 -s 중 하나의 매개변수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s | --server} 서버의 정보를 반환합니다. -d 및 -s 중 하나의 매개변수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l | --ID} ADS만 해당: ADS 로그인 ID를 반환합니다. -o 및 -l 중에서 하
나의 매개변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B-21 access enable servic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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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B-23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Access Trust 하위 명령
호스트 기반 인증을 추가하면 다대일(many-to-one) 스크립팅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하
나의 클라이언트에 호스트 대등 관계가 생성되면, 해당 클라이언트의 사용자는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SP상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o | --ou} ADS만 해당: 조직 단위 정보를 반환합니다. -o 및 -l 중 하나의 
매개변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 | --noheader] 헤더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D | --Delim 
<DELIMITER>}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
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 B-23 access get service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표 B-22 access get services 하위 명령의 인수 (계속) 

인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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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24에는 인증된 호스트 관계와 관련된 명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Access Add Trust 하위 명령 
설명: 지정된 호스트에 대해 호스트 기반 인증관계를 생성합니다. 호스트 기반 인증을 
추가하면 다대일(many-to-one) 스크립팅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호스트 대등 관계가 생성되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어 해당 클라이언트의 사
용자는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SP상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의 로그인이 SP 로컬 사용자와 같은 사용자 이름을 갖습니다.
■ 클라이언트의 로그인이 SP 관리 그룹에 매핑된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에 포함됩니다.

형식
access add trust {-c | --client} HOST {-k | --keyfile} PUBLIC KEY FILE

이 하위 명령의 인수를 보려면 표 B-25를 참조합니다.  

디렉토리 서비스 그룹 매핑을 통해 로그인이 승인된 경우 rmonitor, radmin 또는 
rmanager와 같은 프록시 사용자 권한으로 SP에서 ssh 명령이 실행됩니다. 

SSH 프로토콜 버전 2 키 유형(RSA 또는 DSA)에만 지원됩니다. 

DNS가 SP에서 활성화된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DNS 이름(IP 주소 아님)이 지정되
어야 합니다. 

표 B-24 access trust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access add trust 지정된 호스트에 대해 호스트 기반 인증관계를 생성합니다. 

access delete trust 지정된 호스트에 대해 호스트 기반 인증관계를 삭제합니다. 

access get trusts SP 와 인증관계에 있는 호스트 목록을 요청합니다. 

표 B-25 access add trus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c | --client} 관계를 생성할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k | --keyfile} 공용 키 파일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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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키 생성

호스트에 ssh를 설치하면 호스트 키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호스트 키를 생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수동으로 키 쌍을 생성합니다. 

1.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sh-keygen -q -t rsa -f rsa_key -C '' -N '' 

2. rsa_key를 /etc/ssh/ssh_host_rsa_key로 복사합니다. 

3. root만 이 파일의 읽기 또는 쓰기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rsa_key.pub 파일은 
SP로 전송할 파일입니다.

참고 – 키 유형은 프로토콜 2 버전, 키의 크기는 1024 비트(ssh-keygen이 기본값 생성)
만 지원됩니다. 

4. scp를 사용(안전 복사)하거나 SP에 마운트된 외부 파일 시스템에 호스트 키를 복사하
여 호스트의 공용 키(rsa_key.pub 파일)를 SP로 복사합니다. 

참고 – scp를 사용하면 /tmp 또는 홈 디렉토리로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sp 
명령이 명령줄에 입력된 파일을 /pstore에 설치합니다. 

참고 – DNS가 SP에서 활성화된 경우, 인증명령에 사용될 클라이언트의 DNS 이름
(IP 주소 아님)을 지정해야 합니다. 

리턴 코드

표 B-26은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B-26 access add trus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128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 서버 관리 설명서 • 2005년 7월



Access Delete Trust 하위 명령

설명: 지정된 호스트에 대해 호스트 기반 인증관계를 삭제합니다. 

형식
access delete trust CLIENT HOSTNAME [-a | --all] [-q | --quiet]

이 하위 명령의 인수를 보려면 표 B-27을 참조합니다. 

리턴 코드

표 B-28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했
습니다. 

NWSE_Exist 19 엔티티(사용자, 서비스등)가 이미 있습니다. 

표 B-27 access delete trus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CLIENT HOSTNAME 삭제할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a | --all] 모든 인증관계를 삭제합니다. 

[-q | --quiet] 이 인수를 지정하면 삭제할 인증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오류가 반
환되지 않습니다. 

표 B-28 access delete trus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 B-26 access add trus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부록 B 액세스 명령 129



Access Get Trusts 하위 명령

설명: SP와 인증관계에 있는 호스트 목록을 요청합니다. 

형식
access get trusts 

리턴 코드

표 B-29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DeviceError 25 인증 호스트 삭제 오류. /tmp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표 B-29 access get trust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표 B-28 access delete trus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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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Public Key 하위 명령
표 B-30의 하위 명령을 사용하여 공용 키 및 공용 키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ccess Add Public Key 하위 명령 
설명: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SSH 로그인 및 원격 명령 실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SSH 인증을 위한 공용 키를 설치합니다. 우선 OpenSSH에 포함된 ssh-keygen 명령을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 키 쌍(RSA 또는 DSA)을 생성해야 합니다. 

■ 로컬 사용자만 공용 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디렉토리 서비스 그룹 매핑으로 승인
된 사용자 제외).

■ 관리자는 원하는 로컬 사용자에게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명의 사용자가 공용 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는 한 개의 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키의 길이는 최대 4096 비트까지 지원됩니다. 

형식
access add public key {–k | --keyfile} PUBLIC_KEY_FILE [–u | --user] 
USER 

이 하위 명령의 인수를 보려면 표 B-31을 참조합니다.  

표 B-30 Access public key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access add public key SSH 인증을 위한 공용 키를 설치합니다. 

access get public key users 공용 키를 설치하게 될 사용자를 결정합니다. 

access delete public key 사용자의 공용 키를 삭제합니다. 

표 B-31 access add public key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k | --keyfile} 사용자의 공용 RSA 또는 DSA 키를 지정합니다. 

{-u | --user} 이 키가 설치될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현
재 사용자가 기본값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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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B-32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Access Get Public Key Users 하위 명령

설명: 공용 키를 설치하게 될 사용자를 결정합니다. 

형식
access get public key users

표 B-32 access add public key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g로 
지정된 그룹이 잘못된 로컬 SP 관리 그룹이거나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의 길이가 최대 길이를 초과하였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Exist 19 사용자가 이미 존재합니다. 

NWSE_LimitExceeded 26 제한 값을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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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B-33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Access Delete Public Key 하위 명령

설명: 모든 사용자는 이 명령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별 공용 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
자 수준 사용자는 이 명령을 실행하여 원하는 사용자의 공용 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형식
access delete public key [-u | --user] USER [-a | --all] [-q | --quiet] 

이 하위 명령의 인수를 보려면 표 B-34를 참조합니다.  

표 B-33 access get public key user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표 B-34 access delete public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u | --user] 공용 키를 삭제할 사용자 USER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현
재 사용자가 지정됩니다. 이 인수를 반복해서 입력하면 한번에 여러 공
용 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a | --all] 모든 공용 키를 삭제합니다. 

[-q | --quiet] 이 인수를 지정하면 삭제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도 오류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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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B-35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Access User 하위 명령
표 B-36의 하위 명령을 사용하여 단일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ccess Add User 하위 명령 
설명: 사용자 ID 및 암호를 지정하여 특정 사용자를 원하는 그룹에 추가합니다. 

표 B-35 access delete public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표 B-36 Access User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access add user 지정된 그룹에 로컬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access delete user 지정된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access get users 하나의 관리 그룹에서 전체 사용자를 검색하거나 전체 그룹
에서 전체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access update password 지정된 사용자의 암호를 업데이트합니다. 

access update user 지정된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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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access add user {-p | --password} PASSWORD {-g | --group} GROUP 
{-u | --user} USERNAME 

이 하위 명령의 인수를 보려면 표 B-37을 참조합니다. 

리턴 코드

표 B-38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Access Delete User 하위 명령

설명: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표 B-37 access add user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p | --password} 새로운 사용자에 대한 암호를 지정합니다. 암호는 선택사항이며 암
호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확인을 요구하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g | --group} 새로운 사용자가 소속될 그룹을 지정합니다. 

{-u | --user} 추가할 새로운 사용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인수를 반복해서 사
용하면 한번에 여러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표 B-38 access add user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g
로 지정된 그룹이 잘못된 로컬 SP 관리 그룹이거나 사용
자 이름 또는 암호의 길이가 최대 길이를 초과하였습니
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Exist 19 사용자가 이미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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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access delete user USERNAME [-a | --all] [-q | --quiet] 

표 B-39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B-40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Access Get Users 하위 명령

설명: 관리 그룹의 로컬 사용자를 모두 검색합니다.  

표 B-39 access delete user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USERNAME 삭제할 사용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인수를 반복해서 입력하면 한
번에 여러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a | --all] 모든 사용자 계정을 삭제합니다. 해당 명령을 실행하는 관리자 수준 사
용자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q | --quiet] 이 인수를 지정하면 삭제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도 오류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 B-40 access delete user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tFound 5 지정한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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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access get users {-g | --group} [{-H | noheader}][{-D | --Delim 
<DELIMITER>}] 

표 B-41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B-42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Access Update Password 하위 명령

참고 – 이 명령은 관리자가 다른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할 때 사용됩니다. 모든 사용자
는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명: 현재의 사용자 암호를 변경합니다. 

표 B-41 access get user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g | --group} 사용자를 검색할 그룹을 지정합니다.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이 표시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 -D | --delim } 열을 구분할 구분 문자를 지정합니다. 삭제되지 않은 헤더에도 적
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표 B-42 access get user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부록 B 액세스 명령 137



형식
access update password {-p | --password} PASSWORD {u | --user} USER

표 B-4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B-44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Access Update User 하위 명령

설명: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암호 및 그룹)를 업데이트합니다. 

표 B-43 access update password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u | --user} 암호를 업데이트할 사용자 이름 사용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현재 사용
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른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하려면 관리자 수준으
로 액세스해야 합니다. 이 인수를 반복해서 입력하면 한번에 여러 사용
자 암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p | --password} 사용자의 새 암호 암호를 지정하지 않으면 암호를 입력할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표 B-44 access update password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
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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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access update user {-u | --user} USER {-p | --password} PASSWORD 
{-g | --group} GROUP 

표 B-45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 -p 및 -g 인수는 선택사항이지만 적어도 하나의는 지정해야 합니다.  

리턴 코드

표 B-46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B-45 access update user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u | --user} 업데이트할 사용자 이름 

{-p | --password} 사용자의 새 암호 -p 및 -g 옵션은 선택사항이지만 적어도 하나는 지
정해야 합니다. 

{-g | --group} 사용자에게 할당될 새 그룹 -p 및 -g 옵션은 선택사항이지만 적어도 
하나는 지정해야 합니다. 

표 B-46 access update user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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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진단 명령

diags 명령으로 진단 테스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표 C-1에는 diags 하위 명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 모든 하위 명령은 완료 시 리턴 코드를 반환합니다. 

참고 – 진단 명령은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문제 해결 기술 및 진단 안내서, 
819-2927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C-1 진단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diags cancel tests 하나 이상의 진단 테스트를 취소하고 결과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diags get modules 사용 가능한 테스트 모듈의 목록을 반환합니다. 프레임워크를 조
회하여 테스트 모듈 정보를 얻습니다.

diags get state 플랫폼 진단 제어 서버의 상태를 반환합니다. 

diags get tests 실행 가능한 진단 테스트와 진단 테스트 요구사항 및 매개변수에 
관한 설명을 반환합니다. 

diags run tests 하나 이상의 진단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diags start 서비스 프로세서(SP) 및 플랫폼 진단의 구조를 구성합니다. 

diags terminate 모든 진단 테스트와 진단 하위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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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작업

진단 로드 시 SP 액세스 금지

참고 – 이 문제점은 NSV 2.1.0.16 이하의 버전에서 나타나며 NSV 2.2.0.6 이상 버전에
서 해결됩니다. 

서버에서 진단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명령 줄 인터페이스 또는 IPMI를 통해 서비스 프
로세서 (SP)에 액세스하지 마십시오. 

진단 실행 중에는 센서 명령의 실행이 불완전합니다. 진단 로드 중에 센서 명령을 실행
하면 이벤트 로그에 "false" 또는 잘못된 위험 이벤트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
서 명령으로 리턴된 값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알려진 문제점

경미한 오류 메시지

진단이 플랫폼에서 실행되면 시스템은 플로피 드라이브 마운팅을 시도합니다. 다음 오
류가 표시됩니다. 
mount : Mounting /dev/fd0 on /mnt/floppy failed. No such device.

이 오류 메시지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Diags Cancel Tests 하위 명령
설명: 하나 이상의 진단 테스트를 취소하고 결과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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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diags cancel tests [[{ -t | --test} TEST HANDLE] | [{-a|--all}] 
[{-H | --noheader}]]

표 C-2에는 이 하위 명령의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서버의 각 장치에 대한 모든 테스트가 취소됩니다.  

리턴 코드

표 C-3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C-2 diags cancel test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t | --test} 취소할 테스트를 지정합니다. 
참고: TEST HANDLE은 테스트를 실행할 때 화면에 출력되는 TEST 
HANDLE과 동일합니다. 

{-a | --all} 모든 테스트를 취소합니다. 

{ -H | --noheader } 헤더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표 C-3 diags cancel test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MissingArgument 7 인수가 누락되었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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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s Get Modules 하위 명령
설명: 사용 가능한 테스트 모듈의 목록을 반환합니다. diags get modules 명령은 프레임
워크를 조회하여 테스트 모듈 정보를 얻습니다.
diags get modules [{-v|--verbose}]

성공적인 출력의 예:
diags get modules 
Module
fan
flash
memory

diags get modules -v
Module Host Type
fan    SP
flash  SP
memory PF

표 C-4 diags get modules에 대한 인수

인수 설명

[ { -v|--verbose}] 출력되는 모든 열을 표시합니다.

표 C-5 diags get modules에 대한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RPCTimeout 0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
았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1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
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CD 진단
이 실행 중입니다.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세서에 
대한 진단 실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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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s Get State 하위 명령 
설명: 플랫폼 진단 제어 서버의 상태를 반환합니다. 

형식
diags get state 

이 명령을 실행하여 플랫폼이 진단 가능한 상태라는 결과가 반환되면 플랫폼 진단을 실
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 메시지의 예입니다. 
SP Diagnostics is ready to accept tests. Run 'diags get state' to 
determine availability of Platform Diagnostics. 

SP Diagnostics (in no-platform mode) is ready to accept tests.

Platform and SP Diagnostics are ready to accept tests.

다음은 오류 메시지의 예입니다. 
Error. Verify that the platform state is 'off' and retry or use the 
'diags start --forced' option to ignore the current state.

Error. Platform CD Diagnostics is currently running.

Error. Diagnostics is currently running. Run 'diags terminate' and 
try again.

Error. Unable to load Platform Diagnostics. Diagnostics terminated.

Error. Unable to load SP Diagnostics. Diagnostics terminated.

Error. SP no-platform Diagnostics is already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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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C-6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Diags Get Tests 하위 명령 
설명: 실행 가능한 진단 테스트에 관한 설명을 반환합니다. 이 설명은 테스트가 적용될 
특정 테스트 및 모듈 이름을 포함합니다. 

형식
diags get tests [{-H | --noheader}] [{-D |--Delim} <DELIMITER>]
[-v | --verbose] 

참고 – 테스트 설명이 출력되면, 더 나은 가독성을 위해 출력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여 
문서 편집기에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표 C-7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C-6 diags get stat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NWSE_DeviceError 25 장치를 읽거나 쓸 수 없습니다. 

표 C-7 diags get test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H | --noheader} 헤더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D | --Delim 
<DELIMITER>}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v | --verbose]  이 인수를 지정하면 Module 및 Testname과 함께 Host Type, 
Services 및 Devices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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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C-8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Diags Run Tests 하위 명령 
설명: 하나 이상의 진단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형식
diags run tests [ [{ -n | --name} TEST NAME ] [{-a| --all}] 
[-H | --noheader] [-P | --noprogress] [{-m | --module} MODULE NAME] 
[-v | --verbose] 

참고 – 테스트 설명이 출력되면, 더 나은 가독성을 위해 출력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여 
문서 편집기에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표 C-8 diags get test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
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MissingArgument 7 인수가 누락되었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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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9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 후 다음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 Submitted Test Name(제출된 테스트 이름)
■ Test Handle(테스트 핸들)
■ Test Result(테스트 결과) (예: Passed, Failed)
■ Details(세부 사항) -v 옵션을 지정하면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예: 최대 및 최소

값, 공칭값, 실제값등)를 나타내는 Test Details가 표시됩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의 
원인을 나타내는 텍스트 메시지와 함께 Failure Details가 나타납니다. 

리턴 코드

표 C-10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C-9 diags run test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n | --name} 실행할 테스트를 지정합니다. 개별 테스트 이름 목록에 diags 
get tests를 실행합니다. 

{-a | --all} 모든 테스트가 실행되도록 지정합니다. 실행 가능한 테스트 목록에 
대하여 diags get tests를 실행합니다.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
면 서버의 각 장치에 대하여 모든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 -H | --noheader } 헤더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P | --noprogress}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태표시 점을 삭제합니다. 

{-m | --module} 지정하는 모듈에 대한 테스트만 실행되도록 설정합니다. 모듈 목록
에 대하여 diags get tests를 실행합니다. 

[-v | --verbose] 이 인수를 지정하면 Test Details가 테스트 결과 줄을 따라 표
시됩니다. 

표 C-10 diags run test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
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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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s Start 하위 명령
설명: SP 및 플랫폼 진단의 구조를 구성합니다.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 명령
을 실행해야 합니다. 

형식
diags start {--noplatform} [{-f|--forced}]  

이 명령을 실행하면 바로 SP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플랫폼을 진단 모드로 재부팅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는 데 2-3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진단이 로드되는 동안 SP에 진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
랫폼 진단을 실행하기 전에, 진단 커널이 플랫폼에 완전히 로드될 때까지 약 1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해당 진단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diags get state 하위 명령을 실
행합니다. 145페이지의 "Diags Get State 하위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이 하위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상태를 반환합니다. 

■ 성공 텍스트 메시지. The Platform Diagnostics are up and are available to receive 
test requests. 

■ 오류 텍스트 메시지. The Platform Diagnostics are not up.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MissingArgument 7 인수가 누락되었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수 설명

{--noplatform} 플랫폼을 diags 모드로 재부팅하지 않고도 NFS 마
운트에서 SP를 진단하도록 설정합니다. 
참고: CD-ROM으로 진단을 실행할 경우에는 이 옵션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f|--forced} 진단을 강제로 실행합니다. 

표 C-10 diags run test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계속) 

리턴 코드 I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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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을 실행하여 플랫폼이 진단 가능한 상태임이 반환되면 플랫폼 진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diags 모드로 재부팅하지 않고도 NFS 마운트에서 SP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옵션). 이 명령을 사용하면 OS를 계속 실행하면서 동시에 SP 진단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 옵션과 함께 diags start 하위 명령을 실행합니다. 
diags start --no platform 

플랫폼 상태는 꺼져있거나 OS 통신 중이어야 합니다. 위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platform get os state 하위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리턴 코드

표 C-11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Diags Terminate 하위 명령 
설명: 모든 진단 테스트 및 진단 세션을 종료합니다.

표 C-11 diags star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
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RouteToHost 13 호스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네트워크 다운). CD 
진단이 지정된 포트의 SP로 패킷을 전송하지 못할 경
우 발생합니다. 

NWSE_InvalidOpForState 22 현재 상태에 잘못된 작동입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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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diags terminate

리턴 코드

표 C-12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C-12 diags terminat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MissingArgument 7 인수가 누락되었습니다. 

NWSE_NoRouteToHost 13 호스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네트워크 다운). CD 
진단이 지정된 포트의 SP로 패킷을 전송하지 못할 경
우 발생합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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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인벤토리 명령

inventory 명령은 하드웨어 인벤토리 및 Sun Fire V20z 및 V40z 서버용 소프트웨어
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표 D-1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nventory 하위 명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 모든 하위 명령은 완료 시 리턴 코드를 반환합니다.  

표 D-1 인벤토리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inventory compare versions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 패키지 목록 및 릴리스 선언에 나
열된 소프트웨어와의 버전 차이를 반환합니다. 

inventory get hardware 모든 현장 교체가능 하드웨어 구성요소의 세부 정보를 반
환합니다. 

inventory get software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모든 소프트웨어의 인벤토리 
정보를 반환합니다. 

inventory get 
remote-software 

실행중인 업데이트 서버에서 다운로드 또는 설치 가능한 
패키지 버전 목록을 반환합니다. 

inventory get all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세부 정보를 반
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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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Compare Versions 하위 명령 
설명: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 패키지 목록 및 릴리스 선언에 나열된 소프트웨어와의 
버전 차이 또는 실행중인 업데이트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반환합
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여 설치한 버전이 지원되는 릴리스인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릴리
스로 업데이트된 패키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형식
inventory compare versions 
[{-f | -–file} RELEASE_MANIFEST_FILE | 
{{-i | --ipaddress} REMOTE_SERVER_IP] 
{-p | --port} REMOTE_SERVER_PORT] 
{-v | --verbose} [{-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표 D-2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D-2 inventory compare version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f | --file} 모든 패키지 및 소프트웨어 릴리스 버전을 설명하는 파일 이 파일
은 압축 해제된 NSV 파일의 root 디렉토리에 있으며 대개 /mnt 
공유 지점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 | --ipaddress} 실행중인 업데이트 서버의 IP 주소

{-p | --port}  업데이트 서버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

{ -v | --verbose } NSV의 대조 패키지 경로, 설치된 패키지 설명 및 대조 선언 패키지 
설명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표시합니다. 
-i 및 -p 옵션을 사용하여 업데이트 서버에 대해 비교할 경우 이 
옵션은 무시됩니다.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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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D-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Inventory Get Hardware 하위 명령
설명: 이 명령은 현장 교체 가능한 하드웨어 구성요소의 정보를 반환합니다. 반환되는 
정보에는 각 구성요소의 이름, 장치 유형, 속성, OEM, 제조일, 하드웨어 개정, 일련 번호 
및 부품 번호가 포함됩니다.

형식
inventory get hardware [{-v|--verbose}] 
[{-H|--noheader}] [{-D|--Delim}]

보드 개정을 얻으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inventory get hardware -D : |grep Motherboard|awk -F : '{print $5}'

PRS 개정을 얻으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inventory get hardware -D : |grep PRS|awk -F : '{print $5}'

참고 – 또한, sensor get 명령을 사용하여 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v 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명령을 실행할 경우, 다음 정보가 좌측 열에서 우측 열로 출력
됩니다. 

표 D-3 inventory compare version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tFound 5 오류. 원격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를 사용할 수 없습
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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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장치)
■ 장치 유형
■ 속성(CPU 속도와 같은 구성요소에 대한 기타 정보)
■ OEM (해당 부품을 배포)
■ 제조일
■ HW 개정(번호)
■ 일련 번호
■ 부품 번호

다음은 -v 인수를 지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성공적인 출력의 예입니다. (여기서 공간
의 제한으로 인해, 하드웨어 개정 열과 부품 번호 열은 생략됩니다.)
localhost # inventory get hardware

Name           Type           OEM              Manufacture Date

CPU 0 DIMM 0   memory         127f000000000000 2000-01-01

CPU 0 DIMM 1   memory         127f000000000000 2000-01-01

CPU 0 DIMM 2   memory         127f000000000000 2000-01-01

CPU 0 DIMM 3   memory         127f000000000000 2000-01-01

DDR 0 VRM      memvrm                          NA

CPU 0          cpu            AuthenticAMD     NA

Family 15 Model 5 Stepping 1

CPU 0 VRM      vrm                             NA

CPU 1 DIMM 0   memory         127f000000000000 2000-01-01

CPU 1 DIMM 1   memory         127f000000000000 2000-01-01

CPU 1 DIMM 2   memory         127f000000000000 2000-01-01

CPU 1 DIMM 3   memory         127f000000000000 2000-01-01

DDR 1 VRM      memvrm                          NA

CPU 1          cpu            AuthenticAMD     NA

Family 15 Model 5 Stepping 1

CPU 1 VRM      vrm                             NA

Motherbrd planarS-SCI14312004-10-31

PRS Software   os                              2005-03-16

SCSI backplane scsi_backplane                  NA

-v 인수를 사용할 경우, 출력 시 나타나는 다른 열 머리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 MfgAssy#
■ MfgAssyRev
■ FirmwareID
■ FirmwareRev
■ SoftwareRev
■ SoftwareID
■ 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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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4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D-5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Inventory Get Software 하위 명령
설명: 설치했거나 설치하지 않은 모든 소프트웨어(옵션 외부 파일 시스템에 위치)의 인
벤토리 정보를 반환합니다. 

형식
inventory get software [{-a | --all}][{-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표 D-4 inventory get hardwar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v | --verbose } 모든 열을 표시합니다.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
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 D-5 inventory get hardwar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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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6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D-7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Inventory Get Remote-software 하위 명령
설명: 실행중인 업데이트 서버에서 다운로드 또는 설치 가능한 패키지 버전 목록을 반
환합니다. 

형식
inventory get remote-software [{-D|--Delim} DELIMITER] 
[{-H|--noheader}] [{-i|--ipaddress} REMOTE_ADDRESS] 
[{-p|--port} REMOTE_PORT]

표 D-6 inventory get softwar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a | --all} 선택사항: 서비스 프로세서의 /sw_images 디렉토리에서 소프
트웨어 패키지 및 삭제된 소프트웨어를 검색합니다.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
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 D-7 inventory get softwar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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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8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D-9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Inventory Get All 하위 명령
설명: 모든 현장 교체가능 하드웨어 구성요소 및 설치했거나 설치하지 않은 모든 소프
트웨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반환합니다. 

형식
inventory get all {-a | --all} {-v | --verbose} [{-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표 D-8 inventory get remot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i | --ipaddress} 실행중인 업데이트 서버의 IP 주소

{-p | --port} 업데이트 서버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
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 D-9 inventory get remote-softwar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tFound 5 오류. 원격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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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10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D-11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D-10 inventory get all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a | --all} (선택사항)서비스 프로세서의 /sw_images 디렉토리에서 소프
트웨어 패키지 및 제거된 소프트웨어를 검색합니다. 

{ -v | --verbose } 모든 열을 표시합니다.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
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 D-11 inventory get all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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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IPMI 명령

ipmi 명령은 IPMI(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 기능을 관리합니다. 

표 E-1에는 ipmi 하위 명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 모든 하위 명령은 완료 시 리턴 코드를 반환합니다.  

IPMI Disable Channel 하위 명령 
설명: 이 명령을 사용하여 두 IPMI 채널 중 하나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표 E-1 IPMI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ipmi disable channel 두 IPMI 채널 중 하나를 비활성화합니다. 

ipmi enable channel 두 IPMI 채널 중 하나를 활성화합니다. 

ipmi disable pef PEL(Platform-Event Filtering)을 비활성화합니다. 

ipmi enable pef 플랫폼 이벤트 필터링을 활성화합니다. 

ipmi get channels IPMI 채널 목록 및 IPMI 채널 목록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여부를 표시합니다. 

ipmi get global enables IPMI 전역 활성화 목록 및 그 현재 값을 표시합니다. 

ipmi set global enable 여러 IPMI 전역 활성화 변수 값을 설정합니다.

ipmi get sel SEL(System Event Log)을 원래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ipmi clear sel SEL(System Event Log)을 삭제합니다.

ipmi reset IPMI 정보를 기본 출고 시 구성으로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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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ipmi disable channel {sms | lan} 

표 E-2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E-3에는 이 하위 명령의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IPMI Enable Channel 하위 명령
설명: 이 명령을 사용하여 두 IPMI 채널 중 하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형식
ipmi enable channel {sms | lan} 

표 E-2 ipmi disable channel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sms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할 채널 ID - 대소문자 구분 없음 

lan LAN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할 채널 ID - 대소문자 구분 없음 

표 E-3 ipmi disable channel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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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4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E-5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IPMI Disable PEF 하위 명령
설명: 이 명령을 사용하여 PEF(Platform-Event Filtering)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형식
ipmi disable pef 

표 E-4 ipmi enable channel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sms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할 채널 ID - 대소문자 구분 없음 

lan LAN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할 채널 ID - 대소문자 구분 없음 
처음으로 LAN 채널을 활성화할 경우, null 사용자를 위한 암호를 입력하라
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표 E-5 ipmi enable channel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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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E-6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IPMI Enable PEF 하위 명령
설명: 이 명령을 사용하여 PEF(Platform-Event Filtering)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형식
ipmi enable pef 

리턴 코드

표 E-7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E-6 ipmi disable pef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
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표 E-7 ipmi enable pef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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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I Get Channels 하위 명령
설명: IPMI 채널 목록 및 각 채널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여부를 표시합니다. 

형식
ipmi get channels 

리턴 코드

표 E-8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IPMI Get Global Enables 하위 명령
설명: IPMI 전역 활성화 목록 및 각 활성화의 현재 값을 표시합니다. 

형식
ipmi get global enables 

표 E-8 ipmi get channel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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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E-9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목록입니다.  

IPMI Get Sel 하위 명령
설명: 시스템 이벤트 로그 항목의 목록을 원래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형식
ipmi get sel 

명령 출력은 좌우 열로 다음 정보를 반환합니다.
■ Record ID
■ Record Type
■ Tiimestamp
■ Generator ID
■ Format Version
■ Sensor Type
■ Sensor #
■ Event Dir/Type Event
■ Data

다음은 해당 명령에 대한 성공적인 출력의 예입니다. (여기서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 왼
쪽에서 세 번째 열인 시간 표시 열은 생략됩니다.)
localhost # ipmi get sel

Record RecordGeneratorFormatSensorSensorEventData

ID TypeID Ver Type# Dir/

0001 0x020x00200x040x100xfc0x6f02ffff

0002 0x020x00000x040x510x060x0708090a

0003 0x020x00000x040x510x060x0708090a

0004 0x020x00000x040x510x060x0708090a

표 E-9 ipmi get global enable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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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0x020x00200x040x120x270x6fc500ff

0006 0x020x00200x040x120x270x6fc580ff

0007 0x020x00200x040x040x310x01520121

localhost # ipmi get sel -H

0001 0x020x00200x040x100xfc0x6f02ffff

0002 0x020x00000x040x510x060x0708090a

0003 0x020x00000x040x510x060x0708090a

0004 0x020x00000x040x510x060x0708090a

0005 0x020x00200x040x120x270x6fc500ff

0006 0x020x00200x040x120x270x6fc580ff

0007 0x020x00200x040x040x310x01520121

localhost # ipmi get sel -H -D ,

0001,0x02,02/28/2005 18:53:17,0x0020,0x04,0x10,0xfc,0x6f,02ffff

0002,0x02,02/28/2005 18:53:17,0x0000,0x04,0x51,0x06,0x07,08090a

0003,0x02,02/28/2005 18:53:17,0x0000,0x04,0x51,0x06,0x07,08090a

0004,0x02,02/28/2005 18:53:17,0x0000,0x04,0x51,0x06,0x07,08090a

0005,0x02,02/28/2005 18:53:17,0x0020,0x04,0x12,0x27,0x6f,c500ff

0006,0x02,06/14/1906 21:02:57,0x0020,0x04,0x12,0x27,0x6f,c580ff

0007,0x02,06/15/1906 00:00:05,0x0020,0x04,0x04,0x31,0x01,520121

표 E-10 ipmi get sel에 대한 인수

인수 설명

[{-H|--noheader}]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D|--Delim}] 다른 현장 분리자를 지정합니다.

표 E-11 ipmi get sel에 대한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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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I Clear Sel 하위 명령
설명: 이 명령은 시스템 이벤트 로그를 삭제합니다.
ipmi clear sel

성공적인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localhost # ipmi clear sel

IPMI Set Global Enable 하위 명령 
설명: 이 명령으로 여러 IPMI 전역 활성화 변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
ipmi set global enable {-n |--name} GLOBAL_NAME {{-e|--enabled} |
{-d|--disabled}}

표 E-1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E-12 ipmi clear sel에 대한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Busy 9 SEL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NWSE_NotRecognized 20 요청이 인식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NWSE_DeviceError 25 SEL 정보에 액세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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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14는 별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리턴 코드

표 E-15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E-13 ipmi set global enabl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n | --name} IPMI 전역 활성화 변수 중 하나의 이름. 표 E-14를 참조하십시오. 전
역 활성화 목록에는 따옴표가 있는 긴 문자열을 사용하거나 따옴표 
없이 별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enabled} 채널을 활성화합니다. 

{-d|--disabled} 채널을 비활성화합니다. 

표 E-14 별칭 정보 

별칭 이름 값 기본값

oem0 OEM0 활성화 사용함/
사용 안 함

사용 안 함

oem1 OEM0 활성화 사용함/
사용 안 함

사용 안 함

oem2 OEM 2 활성화 사용함/
사용 안 함

logging 시스템 이벤트 로깅 활성화 사용함/
사용 안 함

사용함 

msg_buf 이벤트 메시지 버퍼 활성화 사용함/
사용 안 함

msg_buf_interrupt 이벤트 메시지 버퍼 풀 활성화 사용함/
사용 안 함

msg_queue_interrupt 수신 메시지 대기열 인터럽트 활성화 사용함/
사용 안 함

사용함 

표 E-15 ipmi set global enabl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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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I Reset 하위 명령
설명: IPMI 정보를 기본 출고 시 구성으로 재설정합니다. 

형식
ipmi reset {-s | --sdrr} {-c | --config} {-p | --password} {-a | --all}

표 E-16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E-17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
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표 E-16 ipmi rese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s | --sdrr} 원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pstore로 복사합니다. 

{-c | --config} 구성 파일 및 전역 활성화를 삭제합니다. 

{-p | --password} 암호 파일을 삭제합니다. 

{-a | --all} 모든 매개변수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표 E-17 ipmi rese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
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표 E-15 ipmi set global enabl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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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플랫폼 명령

platform 명령은 플랫폼 상태의 일부를 변경 또는 보고합니다. 

표 F-1에서는 platform 하위 명령의 그룹을 나열합니다. 

참고 – 모든 하위 명령은 완료 시 리턴 코드를 반환합니다.  

표 F-1 Platform 하위 명령 그룹 

하위 명령 그룹 설명

platform console 플랫폼 직렬 콘솔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합니다. 

platform os state 운영 체제(OS)의 현재 상태를 관리합니다. 

platform power state 플랫폼 전원 상태를 관리합니다. 

platform get hostname 현재의 주 플랫폼의 호스트 이름을 표시합니다. 

platform get mac 두 개의 온보드 플랫폼 NIC에 대한 MAC 주소를 반환합니다. 

platform get product id 현재 시스템의 제품 ID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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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Console 하위 명령 
표 F-2의 하위 명령으로 플랫폼 직렬 콘솔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콘솔 하위 명령 
설명: 이 명령은 원격 관리 기능을 위해 플랫폼 직렬 콘솔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platform set console 하위 명령과 적절한 BIOS/플랫폼 OS 설정을 결합하여 사
용하며 이 명령을 사용하여 SP로 로그인하는 동안 플랫폼 직렬 콘솔을 볼 수 있습니다. 

형식
platform console

BIOS 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BIOS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BIOS Setup 화면을 
새로 고치려면 Control-R을 누릅니다. 구성을 설정하려면 Advanced 탭을 선택합니다.

표 F-3은 공용 COM1 값을 나열합니다. 표 F-4는 콘솔 재지정을 위한 공용 값입니다.   

표 F-2 Platform Console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platform console 플랫폼 직렬 콘솔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platform get console 플랫폼 직렬 콘솔에 대한 서비스 프로세서(SP) 액세스 구성을 검
색합니다. 

platform set console 플랫폼 직렬 콘솔에 대한 SP 액세스를 구성합니다. 

표 F-3 공용 COM1 값

I/O 장치 구성

직렬 포트 A Enabled 

기본 I/O 주소 3F8 

인터럽트 IRQ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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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해당 운영 체제(OS)에 대하여 같은 직렬 포트 값을 가질 경우, 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가 COM2-4를 지원하는 경우, BIOS 설정에서 이를 설정할 수 있습
니다. 

플랫폼 OS의 직렬 콘솔 설정이 BIOS 설정과 부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콘솔에 연결되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Ec character 

여기서 ^E는 Control-E고 character는 표 F-5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표 F-4 콘솔 재지정을 위한 공용 값

콘솔 재지정

Com 포트 주소 온보드 COM A

콘솔 연결 직접연결

보오율 19.2K

플로우 제어 없음

콘솔 유형 ANSI

표 F-5 직렬 콘솔 값  

문자 기능

. 첨부된 읽기/쓰기를 분리합니다. 

b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c 플로우 제어를 토글합니다. 

d 콘솔을 다운시킵니다. 

e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변경합니다. 

f 첨부된 읽기/쓰기를 강제로 수행합니다. 

g 그룹 정보 

i 정보 덤프 

L 로그인/로그오프를 토글합니다. 

I? 시퀀스 목록을 중지합니다. 
참고: 첫번째 문자는 소문자 L입니다. 

l0 구성 파일마다 중지를 전송합니다. 
참고: 첫번째 문자는 소문자 L입니다. 

l1-9 지정된 중지 시퀀스를 전송합니다. 
참고: 첫번째 문자는 소문자 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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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경우, 플랫폼 OS로 직렬 중지 시퀀스를 전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예: 
CONFIG_MAGIC_SYSRQ가 정의되어 Linux 커널에서 활성화되었음을 모의 실험할 
경우).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 시퀀스를 사용합니다. 
^Ecl0 

((Control-E, 소문자 "C", 소문자 "L" 및 숫자 "0") 

platform console 명령이 응답하고 [halt sent]라는 문자열을 표시하며 중지 시
퀀스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콘솔이 손상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Ecd ^Eco가 적절한 작업을 복구합니다. 
이 문제는 보통 플로우 제어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제

다음 예는 플랫폼 콘솔을 활성화하고 실행하기 위해 수행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1. BIOS 설정을 구성 또는 검사합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latform set console -s sp -S 19200 -e 

3.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 tty 및 로그 파일을 다시 엽니다. 

p 마지막 60줄을 반복합니다. 

r 마지막 20줄을 반복합니다. 

s 읽기 명령만 탐지합니다. 

u 호스트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v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w 이 콘솔에 로그인한 사용자를 표시합니다. 

x 콘솔 보오 정보를 표시합니다. 

z 연결을 종료합니다. 

<cr> 명령을 무시/중지합니다. 

? 이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R 마지막 줄을 반복합니다. 

\ooo 해당 문자를 8진법 코드로 전송합니다. 

표 F-5 직렬 콘솔 값 (계속) 

문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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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et console 

리턴 코드

표 F-6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Platform Get Console 하위 명령

설명: 플랫폼 직렬 콘솔에 대한 SP 액세스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합니다. 

형식
platform get console [{-H|--noheader}] [{-D | --Delim 
<DELIMITER>}] 

표 F-7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항목은 이 명령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 출력되는 결과의 예입니다.

■ 후면 패널로 재지정된 플랫폼 직렬 포트: 

Rear Panel 
Platform COMA 

■ SP로 재지정된 플랫폼 직렬 포트, 후면 패널로 재지정된 SP 직렬 포트, 플랫폼 콘솔 
사용 안 함 

Rear PanelConsole Redirection 
SP ConsoleDisabled 

표 F-6 platform consol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
니다. 

표 F-7 platform get consol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H | --noheader } 열 헤더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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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콘솔 사용: 

Rear PanelConsole Redirection 
SpeedPruningLog Trigger 
19200No244 KB 
SP ConsoleEnabled 

외부 직렬 포트가 플랫폼에 연결되지 않고 SP 콘솔에 연결된 경우, platform 
console 하위 명령을 사용하여 플랫폼 직렬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표 F-8은 후면 패널 직렬 포트가 플랫폼 또는 SP에 연결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정보
를 나열합니다.  

리턴 코드

표 F-9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F-8 표시되는 데이터

열 설명

Enabled 외부 직렬 포트가 플랫폼에 연결된 경우 No가 표시됩니다. No가 표시되지 
않으면 외부 직렬 포트가 SP 콘솔에 연결된 것입니다. SP 명령줄에서 
platform console 하위 명령을 실행하여 플랫폼 직렬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peed 링크의 통신 속도를 나타냅니다. 

Prune ANSI 이스케이프 코드 및 복제 정보 제거 기능(Pruning)이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Log Trigger 로그 순환이 발생하는 대략적인 크기를 나타냅니다(예: console.0이 제거
되면 현재 로그가 console.0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로그 파일이 열림). 
로그 파일 내용의 제거는 순환이 발생할 때 이루어집니다. 로그 파일의 최소 
사이즈는 64KB이고 최대 사이즈는 1024KB입니다. 

표 F-9 platform get consol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
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176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 서버 관리 설명서 • 2005년 7월



Platform Set Console
설명: SP의 플랫폼 직렬 콘솔 액세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결 속도 및 생성될 로그 파
일의 제한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

다음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직렬 포트가 플랫폼 직렬 콘솔에 연결되도록 구성합니다(기본 구성). 
■ 외부 직렬 포트가 서비스 프로세서 직렬 콘솔에 연결되도록 구성합니다. 

외부 직렬 포트의 기본 구성은 외부 직렬 포트를 플랫폼 직렬 콘솔에 연결합니다. 기본 
구성을 위하여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platform set console {--serial|-s} platform 

외부 직렬 포트를 SP 직렬 콘솔에 연결하도록 구성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구
성을 완료한 후, SP 명령줄에서 platform console 하위 명령을 실행하여 플랫폼 직
렬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platform set console {--serial|-s} sp 
{{--enable|-e}|{--disable|-d}}]
[{{--prune|-p}|{--noprune|-n}}]
[{--speed|-S} {1200|2400|4800|9600|19200|38400|115200}]
[{--log|-l} size]

표 F-10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 플랫폼에 -s가 설정된 경우, 다음 인수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표 F-10 platform set consol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S | --speed} 
{1200|2400|4800|9600|
19200|38400|115200} 

플랫폼 콘솔의 포트 속도를 선택합니다. BIOS, 플랫폼 PS 및 콘
솔이 모두 같은 속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d | --disable} 플랫폼 콘솔 모니터가 비활성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e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 | --enable} 플랫폼 콘솔 모니터가 활성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d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l | --log} size 콘솔 로그 회전을 위한 트리거 크기(KB)를 선택합니다. 
64에서 1024KB이내의 로그 크기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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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F-11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n | --noprune} 플랫폼 콘솔 로그가 원래의 콘솔 데이터여야 함을 나타냅니다. 
-p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p | --prune} 플랫폼 콘솔 로그에서 ANSI 시퀀스와 복제 데이터를 지웁니다. 
-n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s | --serial} 
{sp|platform} 

직렬 포트를 플랫폼 COMA 포트에 연결하는지 SP 직렬 포트
에 연결하는지를 지정합니다. 
-e [플랫폼] -d [플랫폼] -p [플랫폼] -n [플랫폼] -S [플랫폼] 
-l [플랫폼]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F-11 platform set consol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DeviceError 25 장치를 읽거나 쓸 수 없습니다. 

표 F-10 platform set console 하위 명령의 인수 (계속) 

인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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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OS State 하위 명령
표 F-12의 하위 명령으로 운영 체제(OS)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전원이 꺼진 경우, platform set os state reboot 하위 명령을 실행하
면 플랫폼 전원이 켜지고 OS가 부팅됩니다. 플랫폼이 이미 실행중일 경우, 이 명령이 
OS를 재부팅합니다. platform set os state reboot 하위 명령이 플랫폼이 부팅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platform set power state 하위 명령은 플랫폼이 실행중임을 확인합니다. 플랫
폼 전원이 꺼진 경우에는 전원이 켜지고 OS가 부팅됩니다. 플랫폼이 실행중인 경우에
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platform set power state 하위 명령은 전원이 
켜질 때까지만 기다립니다. (186페이지의 "Platform Power State 하위 명령" 참조) 

Platform Get OS State 하위 명령 
설명: 플랫폼 OS의 현재 상태를 검색합니다. 

형식
platform get os state 

현재의 상태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Off
■ On

표 F-12 Platform OS State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platform get os state 플랫폼 OS의 현재 상태를 검색합니다(예: 실행, 부팅, 종
료등). 

platform set os state 
reboot 

플랫폼을 기본 OS, BIOS 설정 또는 BIOS 업데이트로 재부
팅하거나 플랫폼을 종료합니다. 

platform set os state boot platform set os state reboot 하위 명령과 같은 
역할을 하며 플랫폼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만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platform set os state 
shutdown 

플랫폼을 종료합니다. 

platform set os state 
update bios 

플랫폼 BIOS를 새로운 로컬 또는 원격 BIOS 이미지 파일
로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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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cating 
■ Diagnostics 
■ Sleeping 
■ BIOS booting 
■ BIOS setup 
■ OS booting 
■ OS shutting down 

플랫폼이 Communicating 상태(OS와 SP간의 통신)에 있을 때, 플랫폼 드라이버가 제거
되면 플랫폼과 더 이상 플랫폼과 통신하지 않는 경우에도 SP는 Communicating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상태 설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80 페이지의 "Platform Set OS State 하위 명령"을 참
조하십시오. 

리턴 코드

표 F-13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Platform Set OS State 하위 명령

이 하위 명령 그룹은 플랫폼을 종료하거나 기본 OS, BIOS 설정 또는 BIOS 업데이트로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BIOS 설정을 재부팅하면 BIOS 매개변수를 구성할 수 있으며 
BIOS 업데이트 시 BIOS 이미지를 다시 플래시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종료하려면, 플랫폼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f 인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명령을 사용하여 플랫폼을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으며 OS의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표 F-13 platform get os stat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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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et OS State 하위 명령

설명: 플랫폼을 재부팅합니다. 플랫폼이 이미 실행중일 경우, 이 하위 명령이 OS를 재부
팅합니다. 

형식

platform set os state reboot [{-W | --nowait}]
[{-b | --bios}] [{-d | --device}][{-f|--forced}] [-q | --quiet] 

표 F-14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F-15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F-14 platform set os state reboo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W | --nowait] 이 인수를 지정하면, 하위 명령은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복귀합니다. 

[-b | --bios] BIOS Setup으로 복귀하여 BIOS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와 함
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d | --device] 구성된 BIOS 부팅 순서로 돌아가기 전에, BIOS가 지정된 장치를 먼저 
부팅 장치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지원되는 장치 인수는 
네트워크입니다. “–device network”를 지정하면 BIOS는 PXE를 통해 
네트워크 부팅을 시도합니다. -b 인수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f|--forced} 전원이 강제로 꺼집니다. 전원을 강제로 끄거나 서버를 재설정합니다.
• 플랫폼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 몇 분 후에 수행

• 플랫폼이 OS 상태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았
거나 서버가 충돌한 경우) - 즉시 수행

[-q | --quiet] 대화식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는 출력됩니다. 

표 F-15 platform set os state reboo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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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et OS State Boot

설명: platform set os state reboot 하위 명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플랫폼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만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형식

platform set os state boot [{-W | --nowait}]
[{-b | --bios}] [{-d|--device}] [{-f|--forced}] [-q | --quiet] 

표 F-16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중입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했
습니다. 

NWSE_InvalidOpForState 22 현재 상태에 잘못된 작동입니다. 

표 F-16 platform set os state boo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W | --nowait] 이 인수를 지정하면, 하위 명령은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복귀합니다. 

[-b | --bios] OS 대신 BIOS 설정으로 부팅합니다. -d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d|--device] 구성된 BIOS 부팅 순서로 돌아가기 전에, BIOS가 지정된 장치를 먼저 
부팅 장치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지원되는 장치 인수는 
네트워크입니다. “–device network”를 지정하면 BIOS는 PXE를 통해 
네트워크 부팅을 시도합니다. -b 인수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f|--forced} 전원이 강제로 꺼집니다. 이 옵션은 무시됩니다.

[-q | --quiet] 대화식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는 출력됩니다. 

표 F-15 platform set os state reboo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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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F-17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Platform Set OS State Shutdown

설명: 이 명령을 사용하여 플랫폼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f 인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

platform set os state shutdown [{-W | --nowait}] 
[{-f|--forced}] [-q | --quiet] 

표 F-18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F-17 platform set os state boo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중입니다. 

NWSE_InvalidOpForState 22 현재 상태에 잘못된 작동입니다. 

표 F-18 platform set os state shutdown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W | --nowait] 이 인수를 지정하면, 하위 명령은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복귀합니다. 

{-f|--forced} 전원이 강제로 꺼집니다. 전원을 강제로 끄거나 서버를 재설정합니다.
• 플랫폼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 몇 분 후에 수행

• 플랫폼이 OS 상태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았
거나 서버가 충돌한 경우) - 즉시 수행

[-q | --quiet] 대화식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는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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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F-19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Platform Set OS State Update-BIOS 

설명: 플랫폼 BIOS를 새로운 로컬 또는 원격 BIOS 이미지 파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
니다. 

형식

platform set os state update-bios {-f| --filename} BIOS IMAGE 
{-i| --ipaddress} REMOTE_ADDRESS {-r| --remote} REMOTE_VERSION 
[{-p| --port} REMOTE_PORT] [{-W| --nowait}] [{-q| --quiet}] 

표 F-20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F-19 platform set os state shutdown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중입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했
습니다. 

NWSE_InvalidOpForState 22 현재 상태에 잘못된 작동입니다. 

표 F-20 platform set os state update-bio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f | --filename} BIOS 업데이트에 사용될 새 BIOS 이미지가 포함된 파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i | --ipaddress} 업데이트 서버(Java 응용프로그램)가 실행되고 있는 서버의 IP 주소

{-r | --remote} 업데이트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을 사용하여 업데이트하
려면 버전(예: V1.2.3.4)을 지정하거나 LATEST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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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전원이 꺼진 경우, platform set os state reboot 하위 명령을 실행하
면 플랫폼 전원이 켜지고 OS가 부팅됩니다. 플랫폼이 이미 실행중일 경우, 이 명령이 
OS를 재부팅합니다. platform set os state reboot 하위 명령이 플랫폼이 부팅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platform set power state 하위 명령은 플랫폼이 실행중임을 확인합니다. 플랫
폼 전원이 꺼진 경우에는 전원이 켜지고 OS가 부팅됩니다. 플랫폼이 실행중인 경우에
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platform set power state 하위 명령은 전원이 
켜질 때까지만 기다립니다. (186페이지의 "Platform Power State 하위 명령" 참조) 

리턴 코드

표 F-21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p | --port} (선택사항) java sp update 프로그램에서 SP 플래시 업데이트 
요청을 수신할 원격 서버의 포트 번호 
포트 번호가 지정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기본 포트에 접속을 시도
합니다. 기본 포트 번호는 52708입니다.

[-W | --nowait] 이 인수를 지정하면, 하위 명령은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
리지 않고 곧바로 복귀합니다. 

[-q | --quiet] 대화식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는 출력됩니다. 

표 F-21 platform set os state update-bio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
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
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
했습니다. 

NWSE_InvalidOpForState 22 현재 상태에 잘못된 작동입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표 F-20 platform set os state update-bio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부록 F 플랫폼 명령 185



Platform Power State 하위 명령 
표 F-22의 하위 명령으로 플랫폼 전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전원이 켜져 있을 때 platform set power state 하위 명령을 사용하면 플
랫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플랫폼 전원이 꺼져있을 때 이 하위 명령을 사
용하면, 플랫폼 전원이 켜지고 OS를 부팅합니다. 즉, 하위 명령 platform set 
power state는 플랫폼 전원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며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재부
팅을 하지 않습니다. 

platform set os state 하위 명령은 플랫폼이 부팅될 때까지 기다리고 
platform set power state 하위 명령은 전원이 켜질 때까지만 기다립니다. 

Platform Get Power State 하위 명령

설명: 스크립트로부터 플랫폼 전원 상태(예: 플랫폼 ON 또는 OFF)를 판별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합니다. 

형식
platform get power state 

표 F-22 Platform Power State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platform get power state 플랫폼 전원 상태(예: 전원 ON 또는 OFF)를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latform set power state 플랫폼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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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F-2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Platform Set Power State 하위 명령

설명: 이 명령을 사용하여 스크립트로부터 플랫폼의 전원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이 
하위 명령은 공급된 채널을 통한 요청을 플랫폼 OS에 알리지 않습니다. 

platform set power state 하위 명령은 불시에 전원을 차단하거나 플랫폼을 강
제로 패닉 종료합니다. 

이것은 2-5초 동안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f 인수). 

참고 – 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설치된 경
우, platform set os state shutdown 하위 명령을 사용하여 서버를 안전하게 종
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3페이지의 "Platform Set OS State Shutdown"을 참조하십
시오. 

형식
platform set power state [{-W|--nowait}] [{-f|--forced}] 
[{-t|--timeout} TIME] {off|on|cycle} 

표 F-23 platform get power stat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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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F-24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의 전원이 꺼진 경우, platform set os state reboot 하위 명령을 실행하
면 플랫폼 전원이 켜지고 OS가 부팅됩니다. 플랫폼이 이미 실행중일 경우, 이 명령이 
OS를 재부팅합니다. platform set os state reboot 하위 명령이 플랫폼이 부팅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180페이지의 "Platform Set OS State 하위 명령" 참조)

platform set power state 하위 명령은 플랫폼이 실행중임을 확인합니다. 플랫
폼 전원이 꺼진 경우에는 전원이 켜지고 OS가 부팅됩니다. 플랫폼이 실행중인 경우에
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platform set power state 하위 명령은 전원이 
켜질 때까지만 기다립니다. 

리턴 코드

표 F-25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F-24 platform set power stat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W | --nowait} 이 인수를 지정하면, 명령은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복귀합니다. 

{-f|--forced} 전원이 강제로 꺼집니다. 

{-t | --timeout}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최대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off | on | cycle} 플랫폼 전원을 켜거나 끄거나 순환하도록 지정합니다. cycle 인수
를 지정하면 플랫폼 전원이 꺼졌다가 켜집니다. 

표 F-25 platform set power stat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MissingArgument 7 인수가 누락되었습니다. 

NWSE_TimedOut 23 작동 시간이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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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Get Hostname 하위 명령
설명: 현재의 주 플랫폼의 호스트 이름을 표시합니다. 플랫폼이 재부팅될 때만 데이터
가 새로 고침됩니다. 

형식
platform get hostname [{-H|--noheader}] 

표 F-26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F-27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F-26 platform get hostnam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H | --noheader} 열 헤더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표 F-27 platform get hostnam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중입니다. 

NWSE_RPCConnected 11 RPC 클라이언트가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NWSE_RPCConnRefused 12 RPC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NWSE_NoRouteToHost 13 호스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네트워크 다운). 

NWSE_HostDown 14 호스트가 다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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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Get MAC 하위 명령
설명: 두개의 온보드 플랫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에 대한 MAC 주소를 반환
합니다. 

형식
platform get mac 

리턴 코드

표 F-27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Platform Get Product ID 하위 명령
설명: 현재 시스템의 제품 ID를 표시합니다. 

형식
platform get product-id 

참고 – sensor get 및 inventory get hardware 명령을 실행하여 제품 ID, 보드 
개정 및 PRS 개정 번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표 F-28 platform get mac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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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F-29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F-29 platform get product-id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
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
생했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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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센서 명령 

sensor 환경 센서 또는 제어 값을 보고하거나 설정합니다. 

표 G-1에는 sensor 하위 명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 모든 하위 명령은 완료 시 리턴 코드를 반환합니다.  

참고 – 문제성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동작을 돕
는 센서의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센서의 대부분은 결합된 관련 구성요소(부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PU의 과
열 방지 센서는 CPU를 부모 구성요소로 취하고 팬 속도 센서는 팬을 부모 구성요소로 
취하지만 제품 ID 센서는 정적 값만 보고할 뿐 부모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센서 값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설정합
니다. 부모 관계가 없는 센서의 경우, 교차 시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계값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Sensor Get 하위 명령

설명: 센서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표 G-1 Sensor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ensor get 센서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sensor set 지정된 센서 또는 센서 클래스와 관련된 데이터의 일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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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센서 ID 및 그 현재 값이 표시됩니다. 명령줄에서 출력될 데이터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I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dentifier 필드가 항상 맨 처음에 표시됩
니다. 

형식
sensor get [{{-i | --id} ID | {-t | --type} TYPE_ID}] 
[{-v | --value}] [{-n | --nominal}] 
[{-C | --crithigh}] [{-c | --critlow}] 
[{-W | --warnhigh}] [{-w | --warnlow}] 
[{-N | --name}] [{-d | --description}] 
[{-S | --sensor-type}] [{-p | --parent-comp}] 
[{-s | --severity}] | [{--verbose}] 
[{-I | --noid}] [{-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표 G-2에는 이 하위 명령의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G-2 sensor ge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i | --id} SENSOR_ID, PRODUCT-ID, BOARD-REVISION, 
PRS-REVISION 

데이터가 필요한 센서를 지정합니다. 이 인수는 여러 번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순서에 따라 센서 데이터가 보고됩니다. 
이 플래그를 사용하여 제품 ID, 보드 개정 번호 및 PRS 개정 번호
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ID 뒤에 [-vIH]를 지정하여 출력 결과를 
적절한 제품 ID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ID 225는 2100 서버를 의미하며 제품 ID 239는 
4300 서버를 나타냅니다. inventory get hardware 명령을 실
행해도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t | --type} 데이터가 필요한 센서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이 인수는 여러 번 지
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순서에 따라 센서 출력이 유형별로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의 센서 클래스는 전압, 팬, 온도, 전류, 전원 
및 스위치입니다. 

{-v | --value} 센서의 현재값을 표시합니다. 

{-n | --nominal} 센서의 공칭값을 표시합니다. 

{-C | --crithigh} 센서의 위험 고 임계값을 표시합니다. 출고시의 값과 다른 값으로 
구성된 임계값은 별표 문자(*)와 함께 표시됩니다. 

{-c | --critlow} 센서의 위험 저 임계값을 표시합니다. 

{-W | --warnhigh} 센서의 경고 고 임계값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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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G-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w | --warnlow} 센서의 경고 저 임계값을 표시합니다. 

{-N | --name} 센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d | --description} 센서의 설명을 표시합니다. 

{-S | --sensor-type} 센서 유형을 표시합니다(--type와 함께 사용). 

{-p | --parent-comp} 센서의 부모 구성요소를 표시합니다. 일부 구성요소는 센서의 값
이 변경되면 그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예: 센서의 심각도가 변경
되면 해당 구성요소의 심각도가 변경됨). 

{-s | --severity} 센서의 현재 심각도 레벨을 표시합니다(참고, 경고 또는 위험). 

{--verbose} 전체 열을 표시합니다. 이 인수는 다른 열 추가 옵션과 함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I | --noid} 센서 ID 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센서가 
선택되면 이 열은 항상 표시됩니다. 

[-H | --noheader]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표 G-2 sensor get 하위 명령의 인수 (계속) 

인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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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문제성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동작을 돕
는 센서의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센서의 대부분은 결합된 관련 구성요소(부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PU의 과
열 방지 센서는 CPU를 부모 구성요소로 취하고 팬 속도 센서는 팬을 부모 구성요소로 
취하지만 제품 ID 센서는 정적 값만 보고할 뿐 부모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센서 값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설정합
니다. 부모 관계가 없는 센서의 경우, 교차 시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계값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Sensor Set 하위 명령

설명: 지정된 센서 또는 센서 클래스와 관련된 데이터의 일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
sensor set [{-i | --id} SENSOR_ID [{-i | --id} SENSOR_ID] …] 
{[{-C | --crithigh} VALUE] [[{-c | --critlow} VALUE] 
[{-W | --warnhigh] VALUE] [{-w | --warnlow} VALUE] [{-v | --value} 
{on|off}] | {-r | --reset}} 

sensor set [{-t | --type] TYPE_ID] {[{-C | --crithigh} VALUE] 
[[{-c| --critlow} VALUE] [{-W | --warnhigh] VALUE] [{-w | --warnlow} 
VALUE] [{-v | --value} {on|off}] | {-r | --reset}}

sensor set [{-R | --resetall}] 

표 G-3 sensor ge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
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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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G-4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G-5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G-4 sensor se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i | --id} 작동할 특정 센서를 지정합니다. --id를 반복하면 여러 센서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t | --type} 작동할 특정 센서 클래스를 지정합니다(예: 팬, 전압등). 

{-C | --crithigh} 센서의 위험 고 임계값을 지정합니다. 
• 해당 문자열을 clear로 설정하면 임계값을 비활성화합니다. 
• 해당 문자열을 reset으로 설정하면 출고 시에 지정한 값으로 설

정합니다. 
• 지정한 값이 퍼센트 기호(%)로 끝나면, 센서 공칭값에 대한 해당 

퍼센트 값이 임계값으로 설정됩니다. 
• 기타 다른 값은 임계값에 지정할 실제 값으로 인식됩니다. 

{-c | --critlow} 센서의 위험 저 임계값을 지정합니다. 해당 문자열을 clear로 설정
하면 임계값을 비활성화합니다. 

{-W | --warnhigh} 센서의 경고 고 임계값을 지정합니다. 해당 문자열을 clear로 설정
하면 임계값을 비활성화합니다. 

{-w | --warnlow} 센서의 경고 저 임계값을 지정합니다. 해당 문자열을 clear로 설정
하면 임계값을 비활성화합니다. 

{-v | --value} 센서의 값을 표시합니다. 

{-r | --reset} 지정된 센서의 모든 임계값을 출고 시의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R | --resetall} 전체 센서의 모든 임계값을 출고 시의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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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문제성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동작을 돕
는 센서의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센서의 대부분은 결합된 관련 구성요소(부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PU의 과
열 방지 센서는 CPU를 부모 구성요소로 취하고 팬 속도 센서는 팬을 부모 구성요소로 
취하지만 제품 ID 센서는 정적 값만 보고할 뿐 부모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센서 값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설정합
니다. 부모 관계가 없는 센서의 경우, 교차 시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계값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표 G-5 sensor se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
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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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서비스 프로세서 명령

sp 명령은 서비스 프로세서(SP)의 구성값을 가져오거나 설정하고 이벤트와 알림을 생
성하거나 관리합니다. 또한 SP 이벤트 관리자의 가입자, 이벤트 경로 및 전자 우편 알림 
그룹을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표 H-1에는 sp 하위 명령 그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 모든 하위 명령은 완료 시 리턴 코드를 반환합니다.  

표 H-1 서비스 프로세서 하위 명령 그룹  

하위 명령 설명

Date SP RTC의 날짜 및 시간을 검색하거나 설정합니다. 

DNS SP의 DNS 클라이언트 구성을 표시하거나 설정합니다. 

Events 세부 정보를 반환하거나 이벤트를 지웁니다. 

Hostname SP의 호스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을 표시하거나 재설정합니다. 

IP SP 네트워크 구성을 설정, 수정 또는 검색합니다. 

JNET Address net 주소를 설정하거나 검색합니다. 

Locate Light 상태를 설정하거나 locatelight 스위치 값을 불러옵니다. 

Logfile 이벤트 로그 파일을 검색하거나 구성합니다. 

MAC 주소 SP의 MAC 주소를 검색합니다. 

기타 구성요소 상태 읽기, 최신 포트 80 포스트 코드 검색, 설정을 기본으로 복
구, 데이터를 tar 압축 형식으로 저장, 디버그 데이터를 포착합니다. 

Mount 마운트 지점을 표시, 생성, 재설정 또는 삭제합니다. 

SMTP SMTP 전자우편 전송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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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Date 하위 명령 
표 H-2의 하위 명령으로 SP의 시간 및 날짜를 관리합니다.  

SP Get Date 하위 명령 
설명: SP RTC에서 날짜 및 시간을 검색합니다. 

형식
sp get date 

SNMP SNMP 기능을 관리합니다. 

SSL SSL 기능을 관리합니다. 

Update Flash 전체 플래시 업데이트를 실행할 업데이트 플래그를 설정하거나 
Value-Add 파일을 SP 플래시의 Value-Add 구성요소로 복사합니다. 

표 H-2 SP Date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get date SP RTC에서 날짜 및 시간을 검색합니다. 

sp set date SP RTC의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합니다. 

표 H-1 서비스 프로세서 하위 명령 그룹 (계속) 

하위 명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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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Set Date 하위 명령

설명: SP RTC의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합니다. 

형식
sp set date DATE STRING 

표 H-4에는 이 하위 명령의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플랫폼이 CMOS 백업 전원을 손실한 후, 플랫폼 RTC를 초기에 설
정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운영 체제(OS)가 SP와 통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플
랫폼 시간이 SP 시간을 덮어쓰게 되어 이벤트 로그의 플랫폼 및 SP 이벤트 시간이 동기
화됩니다. 

표 H-3 sp get dat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 H-4 sp set dat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DATE STRING 서비스 프로세서 RTC에 설정할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합니다. 날짜는 
YYYY-MM-DD HH:MM:SS의 형식의 UTC 날짜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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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5에는 이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DNS 하위 명령
표 H-6의 하위 명령으로 SP의 DNS 구성을 관리합니다.  

SP Disable DNS 하위 명령 
설명: SP의 DNS 구성을 비활성화합니다. 
sp disable dns 

SP가 DHCP(동적 호스트 제어 프로토콜)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DHCP는 자동으
로 DNS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 구성의 DNS 설정 변경 사항은 DHCP 클라이언트로 대
체될 수 있습니다. 

표 H-5 sp set dat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했
습니다. 

표 H-6 SP DNS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disable dns SP의 DNS 구성을 비활성화합니다. 

sp enable dns SP의 DNS 구성을 설정합니다. 

sp get dns SP의 현재 DNS 구성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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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7에는 이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Enable DNS 하위 명령

설명: SP의 DNS 구성을 설정합니다. 

응용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업데이트된 DNS 주소해석기(Resolver) 구성
(/etc/resolv.conf에 포함)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이 명령은 DNS에 따른 서버 프로
세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sshd 데몬 및 Security Manager가 이에 포함됩니다. 

형식
sp enable dns { -n | --nameserver} NAMESERVER IP… 
{-s | --searchdomain } SEARCH DOMAIN…

표 H-8에는 이 하위 명령의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7 sp disable dn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
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표 H-8 sp enable dn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n | --nameserver} 네임서버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 각각 
다른 줄에 주소가 출력됩니다. 

{-s | --searchdomain } 검색 도메인을 표시합니다. 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 각간 다른 
줄에 검색 도메인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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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9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Get DNS 하위 명령

설명: SP의 현재 DNS 구성을 표시합니다. 

형식
sp get dns [{-n | --nameserver } | -s | --searchdomain } | 
{-H | --noheader }] [{-D | --Delim <DELIMITER>}] 

표 H-10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9 sp enable dn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표 H-10 sp get dn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n | --nameserver } 네임 서버를 표시합니다. 네임서버가 여러 개인 경우, 
각각 다른 줄에 출력됩니다. 

{ -s | --searchdomain } 검색 도메인을 표시합니다. 검색 도메인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 다른 줄에 출력됩니다.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D | --Delim <DELIMITER>}]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
제되지 않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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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11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Events 하위 명령
표 H-12의 하위 명령으로 SP의 이벤트를 관리합니다.  

SP Delete Event 하위 명령 
설명: 이벤트 ID를 사용하여 기존의 이벤트를 지웁니다.

형식
sp delete event { EVENT ID | {-a | --all}} [-q | --quiet] 

표 H-11 sp get dn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
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 H-12 SP Events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delete event 이벤트 ID를 사용하여 기존의 이벤트를 지웁니다.

sp get events 모든 활성 SP 이벤트에 관한 세부 정보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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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H-1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H-14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Get Events 하위 명령

설명: 모든 활성 SP 이벤트에 관한 세부 정보를 반환합니다. 이벤트 ID, 최종 업데이트, 
구성요소, 심각도 및 메시지 정보가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현재 활동 중인 모든 시스템 이벤트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각 이
벤트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표 H-13 sp delete even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EVENT ID 삭제할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이 인수를 반복해서 입력하면 여러 이
벤트를 한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a | --all] 모든 이벤트를 삭제합니다. 

[-q | --quiet] 이 인수를 지정하면 삭제할 이벤트가 없는 경우에도 오류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 H-14 sp delete even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
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
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InvalidOpForState 22 현재 상태에 잘못된 작동입니다. 
206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 서버 관리 설명서 • 2005년 7월



이 명령을 사용하여 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벤트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3 장의 표 3-4를 참조하십시오. 

형식
sp get events [ {-i | --id} <EVENT ID> ] [{-d | --detail} ]
[{ -v | --verbose}] [{-H | noheader}][{-D | --Delim <DELIMITER>}] 

표 H-15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H-16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15 sp get event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i | --id} 이 이벤트의 정보만 표시합니다. 이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존의 
모든 이벤트 정보가 반환됩니다. 

{-d | --detail} 한 개 또는 전체 이벤트 기록을 표시합니다. 

{ -v | --verbose} 전체 열을 표시합니다.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열을 구분할 구분 문자를 지정합니다. 삭제되지 않은 헤더에도 적용됩
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 H-16 sp get event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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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Hostname 하위 명령
표 H-17의 하위 명령으로 SP 호스트 및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P Get Hostname 하위 명령 
설명: 현재의 호스트 이름 및 SP 도메인 이름(선택사항)을 표시합니다. 많은 네트워킹 
프로그램에서는 이 이름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식별합니다. 또한 이벤트 로그의 logging 
서브디렉토리를 식별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형식
sp get hostname [-f | --fqdn] 

표 H-18에는 이 하위 명령의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H-19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17 SP Hostname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get hostname 현재의 호스트 이름 및 SP 도메인 이름(선택사항)을 표시합니다. 

sp set hostname SP의 호스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을 지정한 이름으로 재설정합니다. 

표 H-18 sp get hostnam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f | --fqdn] 조건이 완전히 일치하는 호스트 이름을 표시합니다. 

표 H-19 sp get hostnam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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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Set Hostname 하위 명령

설명: SP의 호스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을 지정한 이름으로 재설정합니다. 많은 네트
워킹 프로그램에서는 이 이름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식별합니다. 

형식
sp set hostname HOSTNAME 

표 H-20은 이 하위 명령의 인수를 나열합니다. 

리턴 코드

표 H-21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 중입니다. 

NWSE_RPCConnected 11 RPC 클라이언트가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NWSE_RPCConnRefused 12 RPC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NWSE_NoRouteToHost 13 호스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네트워크 다운). 

NWSE_HostDown 14 호스트가 다운되었습니다. 

표 H-20 sp set hostnam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HOSTNAME 설정할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표 H-21 sp set hostnam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 H-19 sp get hostnam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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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IP 하위 명령
표 H-22의 하위 명령으로 SP 네트워크 구성을 관리합니다.  

SP Get Ip 하위 명령 
설명: IP 주소, 네트워크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등 SP의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 구성 정보
를 검색합니다. 또한, SP가 DHCP과 정적 IP 주소 중 어느 것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었는
지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형식
sp get ip [-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 중입니다. 

NWSE_RPCConnected 11 RPC 클라이언트가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NWSE_RPCConnRefused 12 RPC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NWSE_NoRouteToHost 13 호스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네트워크 다운). 

NWSE_HostDown 14 호스트가 다운되었습니다. 

표 H-22 SP IP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get ip SP의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검색합니다. 

sp set ip SP 네트워크 구성을 설정하거나 수정합니다. 

표 H-21 sp set hostnam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계속)

리턴 코드 I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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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H-2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H-24는 이 하위 명령의 인수를 나열합니다.  

SP Set IP 하위 명령

설명: SP 네트워크 구성을 설정하거나 수정합니다. 

형식
sp set ip dhcp [--nowait] 

sp set ip static {-i | --ipaddress} IP_ADDRESS 
[{-n | --netmask} NETMASK] [{-g | --gateway} GATEWAY}] [-w | --nowait] 

표 H-23 sp get ip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표 H-24 sp get ip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 중입니다. 

NWSE_RPCConnected 11 RPC 클라이언트가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NWSE_RPCConnRefused 12 RPC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NWSE_NoRouteToHost 13 호스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네트워크 다운). 

NWSE_HostDown 14 호스트가 다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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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H-25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H-26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25 sp set ip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i | --ipaddress} 설정할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n | --netmask} 넷마스크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255.255.255.0입니다. 

{-g | --gateway}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현재 게이트웨이입니다. 

{-w | --nowait} -nowait 옵션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명령이 결과를 반환하면 잠
시 후에 접속이 끊깁니다. -nowait 옵션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명령이 결과를 반환하기 전에 SP에 대한 접속이 끊깁니다. 

표 H-26 sp set ip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 중입니다. 

NWSE_RPCConnected 11 RPC 클라이언트가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NWSE_RPCConnRefused 12 RPC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NWSE_NoRouteToHost 13 호스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네트워크 다운). 

NWSE_HostDown 14 호스트가 다운되었습니다. 

NWSE_UnknownError 15 다른 오류로 인해 기타 오류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NWSE_GatewayOffNet 16 게이트웨이 주소가 네트워크상에 있지 않습니다. 

NWSE_NetMaskIncorrect 17 잘못된 넷마스크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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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JNET Address 하위 명령
JNET 주소는 SP와 플랫폼 사이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표 H-27의 하위 명령으로 SP 
JNET 주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P Get JNET 하위 명령 
설명: 플랫폼 JNET 드라이버의 IP 주소를 검색합니다. 

형식
sp get jnet [{-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표 H-28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27 SP JNET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get jnet JNET 주소를 검색합니다. 

sp set jnet JNET 주소를 설정합니다. 

표 H-28 sp get jne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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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29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Set JNET 하위 명령

설명: SP 및 JNET의 플랫폼 네트워크 주소를 설정 또는 수정합니다. 이 드라이버 사이
에는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SP 및 플랫폼 JNET 주소는 같은 C 클래스 서브넷 상에 있어야 합니다. 

형식
sp set jnet {-p | --platform} IP ADDRESS {-s | --sp} IP ADDRESS 

표 H-30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 이 명령을 사용하여 JNET의 기본 주소를 변경한 후 플랫폼 OS를 다시 설치하거나
sp reset to default-settings 하위 명령을 통해 SP를 재설정한 경우, 
sp set jnet 명령을 다시 실행하여 JNET 연결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 연결은 비동기화됩니다. (하나의 주소는 수정되고 다른 하나는 
기본 주소로 재설정됩니다.) 

표 H-29 sp get jne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 중입니다. 

NWSE_HostDown 14 호스트가 다운되었습니다. 

표 H-30 sp set jne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p | --platform} 플랫폼의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s | --sp} SP의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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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31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Locate Light 하위 명령
표 H-32의 하위 명령으로 locatelight 스위치를 관리합니다.  

SP Get Locatelight 하위 명령 
설명: locatelight 스위치의 값(전면 및 후면 패널 확인 표시등의 상태를 표시)을 읽어옵
니다. 깜박이거나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
sp get locatelight

표 H-31 sp set jne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 중입니다. 

NWSE_HostDown 14 호스트가 다운되었습니다. 

표 H-32 SP Locatelight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get locatelight locatelight 스위치의 값(전면 및 후면 패널 확인 표시등의 상태
를 표시)을 읽어옵니다. 

sp set locatelight locatelight 스위치의 상태를 설정합니다. 
부록 H 서비스 프로세서 명령 215



리턴 코드

표 H-3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Set Locatelight 하위 명령

설명: locatelight 스위치의 상태(전면 및 후면 패널 확인 표시등의 상태를 표시)를 설정
합니다. 

형식
sp set locatelight {BLINK | OFF} 

리턴 코드

표 H-34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33 sp get locateligh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표 H-34 sp get locateligh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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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Logfile 하위 명령
표 H-35의 하위 명령으로 SP 로그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P Get Logfile 하위 명령 
설명: 이벤트 로그 파일 구성을 검색합니다.

형식
sp get logfile [-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표 H-36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표 H-35 SP Logfile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get logfile 이벤트 로그 파일 구성을 검색합니다. 

sp set logfile 모든 Event Manager 이벤트 및 알림의 수신자인 이벤트 로그 파일을 
구성합니다. 

표 H-36 sp get logfil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표 H-34 sp get locateligh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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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37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Set Logfile 하위 명령

설명: 모든 Event Manager 이벤트 및 알림의 수신자인 이벤트 로그 파일을 구성합니다. 

형식
sp set logfile [ {-f | --file} FILENAME] [ {-s | --size} SIZE] 

Event Manager가 로그를 전송하게 될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사용
하여 로그 파일을 설정할 때에는 경로 없이 로그 파일의 이름만 지정합니다. 파일 이름
에는 앞 슬래시 문자(/), 역방향 상대 경로 참조(..) 또는 부등호 기호(<)를 사용할 수 없
습니다. 

표 H-38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37 sp get logfil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 H-38 sp get logfil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f | --file} Event Manager가 로그를 전송할 디렉토리 아래에 파일 이름을 지정합
니다. 

{-s | --size} 파일의 크기(MB)를 지정합니다. 이 로그 파일에는 최소 0.01MB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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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39에는 이 하위 명령의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기타 하위 명령
표 H-40의 하위 명령으로 각종 SP 기능을 관리합니다.  

표 H-39 sp get logfil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
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 H-40 기타 SP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create test events SP에 설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유형의 구성을 테스트 및 검증합
니다. 

sp get mac address SP의 MAC 주소를 검색합니다. 

sp get port 80 PRS Port80 레지스터에서 최신 포트 80 포스트코드를 검색합니다. 

sp get status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반환합니다. 

sp get tdulog 데이터를 포착하여 압축된 형식으로 SP에 저장합니다. 

sp autoconfigure SP를 다른 서비스 프로세서의 SP와 같은 구성으로 설정합니다.

sp reboot SP를 다시 시작합니다. 

sp reset 선택한 SP의 설정을 기본 출고 시 구성으로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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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Create Test Events 하위 명령 
설명: 이 명령을 사용하여 SP에 설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유형의 구성(예: SNMP, SMTP, 
로그 파일 또는 디렉토리 서비스와 같은 이벤트 전달 관련 구성)을 테스트 및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SP가 각각 다른 심각도 레벨을 가진 세가지 새로운 이벤트를 생
성합니다. 이 세가지 이벤트를 보려면 sp get events 하위 명령을 실행합니다. 
SNMP, SMTP 및 로그 파일에 대한 구성 설정을 검색하고 이벤트가 구성한 수신자에 
도달했는지 검증합니다.

SNMP 

SNMP 트랩의 수신자를 구성하려면 sp add snmp-destination 하위 명령을 실행
합니다. 현재 설정을 보려면 sp get snmp-destinations 하위 명령을 실행합니다. 
모든 SP 이벤트는 SNMP 트랩으로 변환되어 구성한 모든 수신자로 전송됩니다. 

SMTP 

SMTP 주소와 같이 이벤트 수신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sp set smtp server 
하위 명령을 실행하여 SMTP 서버 및 송신자 주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sp update 
smtp subscriber 하위 명령을 실행하여 다양한 심각도 이벤트에 사용될 수신자 주소 
및 형식을 구성합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전달된 이벤트(장기 또는 단기)의 형식 및 다
양한 심각도에 대한 이벤트 수신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SP 이벤트는 경고로 변환되어 이벤트 심각도(가입자)에 따라 구성한 모든 SMTP 
수신자로 전송됩니다. sp get smtp server 및 sp get smtp subscribers 하
위 명령을 실행하면 현재의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

마운트 지점이 구성된 경우, SP에서 생성된 모든 이벤트는 기본 로그 파일 또는 사용자
별 로그 파일에 기록됩니다. 마운트 지점을 추가하려면 sp add mount 하위 명령을 실
행합니다. sp set logfile 하위 명령을 실행하면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에 있는 대상 
파일의 이름 및 크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을 보려면 sp get mounts 및 
sp get logfile 하위 명령을 실행합니다. 

형식
sp create test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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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41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Get MAC 주소 하위 명령

설명: SP의 MAC 주소를 검색합니다. 

형식
sp get mac

리턴 코드

표 H-42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41 sp create test even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 H-42 sp get mac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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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Get Port 80 하위 명령

설명: PRS Port80 레지스터에서 최신 포트 80 포스트 코드를 검색합니다. 플랫폼이 부
팅하는 동안 플랫폼 BIOS가 레지스터에 기록합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여 플랫폼 부팅 
문제를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형식
sp get port80 {-m | --monitor} 

표 H-4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산자 패널을 사용하여 최신 10 포트 80 포스트 코드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조작 패널 메뉴 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사용 설명서(819-2917-xx)를 참조하십시오. 

Phoenix BIOS의 POST(Power On Self Test) 코드 목록을 보려면 표 H-45를 참조하십시오. 

Flash ROM의 부팅 클럭 코드 목록을 보려면 표 H-46을 참조하십시오. 

리턴 코드

표 H-44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43 sp get port80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m | --monitor} 포트 80 트래픽의 모니터링을 계속 허용합니다. 

표 H-44 sp get port80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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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POST 코드

표 H-45는 Phoenix BIOS의 POST 코드를 나열합니다.  

표 H-45 BIOS POST 코드  

POST 코드 설명

02 실제 모드 확인

03 마스크 불가능한 인터럽트(NMI) 비활성화

04 CPU 유형 얻기

06 시스템 하드웨어 초기화

07 섀도우 비활성화 및 ROM으로부터 코드 실행

08 초기 POST 값을 사용하여 칩셋 초기화

09 IN POST 플래그 설정

0A CPU 레지스터 초기화

0B CPU 캐시 활성화

0C 초기 POST 값으로 캐시 초기화

0E I/O 구성요소 초기화

0F 로컬 버스 IDE 초기화

10 전원 관리 초기화

11 초기 POST 값으로 대체 레지스터 로드

12 웜 부팅 중 CPU 제어 단어 복원

13 PCI 버스 마스터링 장치 초기화

14 키보드 제어기 초기화

16 BIOS ROM 검사 값

17 메모리 자동 크기 조정 전에 캐시 초기화

18 8254 프로그램 가능 인터럽트 타이머 초기화

1A 8237 DMA 제어기 초기화

1C 프로그램 가능 인터럽트 제어기 재설정

20 DRAM 새로 고침 테스트

22 8742 키보드 제어기 테스트

24  ES 세그먼트 레지스터를 4GB로 설정

26 게이트 A20 라인 활성화

28 자동 크기 조절 D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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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OST 메모리 관리자 초기화

2A 512KB 기본 RAM 지우기

2C 주소란 xxxx에서 RAM 실패

2E 낮은 바이트의 메모리 버스의 데이터 비트 xxxx에서 RAM 실패

2F 시스템 BIOS 섀도우 전 캐시 활성화

30 높은 바이트의 메모리 버스의 데이터 비트 xxxx에서 RAM 실패

32 CPU 버스 클럭 빈도 테스트

33 Phoenix Dispatch Manager 초기화

36 웜 시작 종료

38 섀도우 시스템 BIOS ROM

3A 캐시 자동 크기 조절

3C 칩셋 레지스터의 고급 구성

3D CMOS 값으로 대체 레지스터 로드

41 RomPilot용 확장 메모리 초기화

42 인터럽트 벡터 초기화

45 POST 장치 초기화

46 ROM 저작권 통지 확인

47 I20 지원 초기화

48 CMOS에 대한 비디오 구성 확인

49 PCI 버스 및 장치 초기화

4A 시스템의 모든 비디오 어댑터 초기화

4B QuietBoot 시작(선택사항)

4C 섀도우 비디오 BIOS ROM

4E BIOS 저작권 통지 표시

4F MultiBoot 초기화

50 CPU 유형 및 속도 표시

51 EISA 보드 초기화

52 키보드 테스트

54 활성화된 경우 키 누르기 설정

55 USB 장치 활성화

표 H-45 BIOS POST 코드 (계속) 

POST 코드 설명
224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 서버 관리 설명서 • 2005년 7월



58 예상하지 않은 인터럽트 테스트

59 POST 디스플레이 서비스 초기화

5A “Press F2 to enter SETUP” 프롬프트 표시

5B CPU 캐시 비활성화

5C 512KB 및 640KB 사이의 RAM 테스트

60 확장 메모리 테스트

62 확장 메모리 주소란 테스트

64 UserPatch1로 이동

66 고급 캐시 레지스터 구성

67 Multi Processor APIC 초기화

68 외장 및 CPU 캐시 활성화

69 시스템 관리 모드(SMM) 영역 설정

6A 외장 L2 캐시 크기 표시

6B 사용자 정의 기본값 로드(선택사항)

6C 섀도우 영역 메시지 표시

6E UMB 복구용으로 가능한 높은 주소 표시

70 오류 메시지 표시

72 구성 오류 검사

76 키보드 오류 검사

7C 하드웨어 인터럽트 벡터 설정

7D Intelligent System Monitoring 초기화

7E 있는 경우 보조 프로세서 초기화

80 온보드 수퍼 I/O 포트 및 IRQ 비활성화

81 후기 POST 장치 초기화

82 외장 RS232 포트 감지 및 설치

83 비 MCD IDE 제어기 구성

84 외장 병렬 포트 감지 및 설치

85 PC 호환 PnP ISA 장치 초기화

86 온보드 I/O 포트 재초기화

87 마더보드 구성 가능 장치 구성(선택사항)

표 H-45 BIOS POST 코드 (계속) 

POST 코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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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BIOS 데이터 영역 초기화

89 마스크 불가능한 인터럽트(NMI) 활성화

8A 확장 BIOS 데이터 영역 초기화

8B PS/2 마우스 테스트 및 초기화

8C 플로피 제어기 초기화

8F ATA 드라이브 수 결정(선택사항)

90 하드 디스크 제어기 초기화

91 로컬 버스 하드 디스크 제어기 초기화

92 UserPatch2로 이동

93 멀티 프로세서 보드용 MPTABLE 구축

95 부팅용 CD ROM 설치

96 대량 ES 세그먼트 레지스터 지우기

97 멀티 프로세서 테이블 수정

98 옵션 ROM 검색

99 SMART 드라이브 검사(선택사항)

9A 섀도우 옵션 ROM

9C 전원 관리 설정

9D 보안 엔진 초기화(선택사항)

9E 하드웨어 인터럽트 활성화

9F ATA 및 SCSI 드라이브 수 결정

A0 시각 설정

A2 키 잠금 확인

A4 입력 속도 초기화

A8 F2 프롬프트 지우기

AA F2 키 스트로크 검색

AC 설정 입력

AE 부팅 플래그 지우기

B0 오류 검사

B1 POST의 종료에 대해 RomPilot에 알림

B2 POST 완료 - 운영 체제 부팅 준비

표 H-45 BIOS POST 코드 (계속) 

POST 코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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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한 번의 짧은 경고음

B5 QuietBoot 종료(선택사항)

B6 암호 확인

B7 ACPI BIOS 초기화

B9 부팅 준비

BA DMI 매개변수 초기화

BB PnP 옵션 ROM 초기화

BC 패리티 검사기 지우기

BD 멀티 부팅 메뉴 표시

BE 화면 지우기

BF 바이러스 및 백업 미리 알림 확인

C0 인터럽트 19를 사용하여 부팅 시도

C1 PEM(POST Error Manager) 초기화

C2 오류 로깅 초기화

C3 오류 디스플레이 기능 초기화

C4 시스템 오류 처리기 초기화

C5 PnP 이중 CMOS(선택사항)

C6 노트북 도킹 초기화(선택사항)

C7 노트북 도킹율 초기화

C8 강제 확인(선택사항)

C9 확장 검사값(선택사항)

CA 원격 키보드 활성화를 위해 Int 15h 재지정

CB ROM, RAM, PCMCIA 및 직렬 디스크와 같은 Memory Technologies 
Devices로 Int 13 재지정

CC 원격 직렬 비디오 활성화를 위해 Int 10h 재지정

CD PCMCIA용 I/O 및 메모리 다시 매핑

CE 디지타이저 및 디스플레이 메시지 초기화

D2 알 수 없는 인터럽트

표 H-45 BIOS POST 코드 (계속) 

POST 코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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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ROM용 부팅 블록 코드 

표 H-46에는 Flash ROM의 부팅 블록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46 Flash ROM의 부팅 블록 코드  

포스트 코드 설명

E0 칩셋 초기화

E1 브릿지 초기화

E2 CPU 초기화

E3 시스템 타이머 초기화

E4 시스템 I/O 초기화

E5 강제 복구 부팅 확인

E6 검사값 BIOS ROM

E7 BIOS로 이동

E8 대량 세그먼트 설정

E9 Multi Processor 초기화

EA OEM 특수 코드 초기화

EB PIC 및 DMA 초기화

EC 메모리 유형 초기화

ED 메모리 크기 초기화

EE 섀도우 부팅 블록

EF 시스템 메모리 테스트

F0 인터럽트 벡터 초기화

F1 런타임 클럭 초기화

F2 비디오 초기화

F3 System Management Manager 초기화

F4 한 번의 경고음 출력

F5 대량 세그먼트 지우기

F6 미니 DOS로 부팅

F7 전체 DOS로 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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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Autoconfigure 하위 명령 
설명: 특정 SP의 구성 설정을 다른 SP와 같은 구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 이상의 SP
로 복사합니다.  

조작 패널에서 자동구성을 실행하여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페이지의 "SP 자동구성(선택 가능한 방법)"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명령은 원래의 시스템의 구성 파일에 대한 https의 연속적인 요청을 호출한 후 두 
번째 SP에 구성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업로드된 파일이 로컬 pstore 파일로 복사된 후 
두 번째 SP가 재부팅됩니다. 이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구성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구성 공유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원래 시스템에서 직접 활성화해
야 합니다. 

■ 서버의 구성 공유 상태를 확인하려면 116페이지의 "Access Disable Config-Sharing 
하위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 구성 공유를 활성화하려면 114페이지의 "Access Enable Config-Sharing 하위 명령"
을 참조하십시오. 

■ 구성 공유를 비활성화하려면 115페이지의 "Access Disable Config-Sharing 하위 명
령"을 참조하십시오. 

명령이 실행되고 나면 SP가 재부팅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SSH 연결이 종
료됩니다. 

형식
sp autoconfigure {{ -s | --sp } SP_IP_OR_HOST [-H |--noheader] 

표 H-47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47 sp autoconfigure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s | --sp } 구성 정보를 복사할 시스템의 DNS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H | --noheader] 헤더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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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48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Get Status 하위 명령

설명: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반환합니다. 

형식
sp get status 

표 H-49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48 sp autoconfigure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HostDown 14 호스트가 다운되었습니다. 

NWSE_TimedOut 23 작동 시간이 초과했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표 H-49 sp get statu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Nominal 모든 구성요소가 정상적인 매개변수로 작동합니다. 

Warning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가 경고 레벨에서 작동합니다. 

Critical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가 지정되지 않은 범위에서 작동하거나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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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50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Get TDULog 하위 명령

설명: 문제 해결 덤프 유틸리티(Troubleshooting Dump Utility)는 디버그 데이터를 포
착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할 때 해당 데이터가 집결되어 압축된 tar 파일의 형태로 SP로 
저장됩니다. 

형식
sp get tdulog [{-f | --filename} FILENAME or STDOUT ]

[{-c | --cpuregs} CPU REGISTERS] 

[{-p | --pciregs} PCI REGISTERS] 

[{-r | --reset} RESET PLATFORM] 

표 H-50 sp get statu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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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H-51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터의 이름, 주소 및 데이터가 파일에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CPU0의 정보가 표 
H-52에 표시됩니다.  

표 H-51 sp get tdulog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f | --filename} 선택사항. 로그 파일이 복사될 출력 파일의 이름 또는 조건이 완전히 일
치하는 경로 이름 파일 이름에는 역방향 상대 경로 참조(..) 또는 부등호 
기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로그 파일이 기본적으로 생성됩니다. 
envLog: 환경 변수를 포함합니다.
vpdLog: 원시 VPD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CPU2 및 CPU3 레지스터에 추가 로그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TDU 데이터는 stdout으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이 
stdout인 경우, 출력 결과는 stdout으로 전송되고 로그 파일은 생성
되지 않습니다. 

출력 파일을 저장하려면 NFS 마운트 파일 공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logs/<호스트이름>에 tdulog.tar
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호스트이름>은 SP의 호
스트 이름입니다. 호스트 이름이 localhost일 경우에는 MAC 주소가 
대신 사용됩니다. 

{-c | --cpuregs} 최대 4개의 CPU에서 K-8 레지스터(GPR, MSR, TCB 및 시스템 확인)를 
읽어옵니다. 

{-p | --pciregs} 시스템의 모든 PCI 레지스터를 읽어옵니다. 

{-r | --reset} HDT 모드를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플랫폼을 재설정합니다. 

표 H-52 CPU0에 대한 sp get tdulog 하위 명령의 출력 정보 예제

레지스터 이름 레지스터 주소 레지스터 데이터

MSR_MCG_CAP_MSR 0xc0020179 0x0000000000000105 

MSR_MCG_STAT_MSR 0xc002017a 0x0000000000000000 

MSR_MCG_CTL_MSR 0xc002017b 0x000000000000001F 

MSR_MC0_CTL 0xc0020400 0x00000000000000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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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5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Reboot 하위 명령

설명: SP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명령은 시스템에 실제로 액세스하지 못하는 응급 상황
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
sp reboot [ {-f | --forced} ] 

표 H-54에는 이 하위 명령의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53 sp get tdulog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
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MissingArgument 7 인수가 누락되었습니다. 

NWSE_UnknownError 15 다른 오류로 인해 기타 오류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
했습니다. 

NWSE_NotMounted 21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지 않았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표 H-54 sp reboo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f|--forced} 전원이 강제로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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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55에는 이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Reset 하위 명령

설명: 선택한 SP의 설정을 기본 출고 시 구성으로 복원합니다. 

SP 구성 파일은 /pstore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etc의 파일이 없는 경우, 
시스템을 부팅하면 SP가 이 구성 파일을 /pstore 에서 /etc로 복사합니다. /pstore 
디렉토리의 구성 파일을 삭제하면 SP가 기본 구성으로 재설정됩니다. SP의 재설정을 
적용하려면 SP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sp reset to default-settings 하위 명령이 실행된 후 60초가 지나
면 SP가 재부팅됩니다. --nowait 옵션을 지정하면 바로 SP가 재부팅됩니다. 

재부팅이 실행된다는 메시지가 20초마다 표시됩니다. 

형식
sp reset to default-settings {-a | --all} {-c | --config} 
{-n | --network} {-s | --ssh} {-u | --users} {-W | --nowait} 

표 H-55 sp reboo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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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H-56에는 이 하위 명령의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 이 명령을 사용하여 기본 JNET 주소를 변경하고 플랫폼 OS를 다시 설치하거나 
sp reset to default-settings 명령으로 SP를 재설정하는 경우, sp set jnet 
하위 명령을 재실행하여 JNET 연결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 연결은 비동기화됩니다(하나의 주소는 수정되고 다른 하나는 
기본 주소로 재설정됩니다). 

표 H-56 sp rese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a | --all} 모든 SP 설정을 기본 구성으로 재설정합니다. 
SP가 재부팅되면 해당 설정이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이 옵션은 
이벤트 및 IPMI 설정도 포함합니다. 

{-c | --config} 기타 시스템 구성 설정을 기본 구성으로 재설정합니다. 
SP가 재부팅되면 해당 시스템 설정이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n | --network} 모든 네트워크 설정을 기본 구성으로 재설정합니다. 
SP가 재부팅되면 네트워크 기능 또는 호스트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
니다. SP의 NFS 마운팅이 실패하고 ssh를 통해 SP에 원격으로 로
그인할 수 없습니다.  
조작 패널의 SP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을 설정하여 네트워크 기능을 
복구합니다. 
이름을 사용하여 SP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SP의 호스트 이름을 설정
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 다른 시스템을 dot-quad IP 주소가 아닌 이
름으로 참조하려면 resolv.conf 파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pstore 디렉토리의 모든 네트워크 파일을 삭제합니다. 

{-s | --ssh} 모든 SSH 설정을 기본 구성으로 재설정합니다. 
SP가 재부팅되면 새로운 ssh 공용 및 개인 키가 생성됩니다. 이미 SP
에 로그인된 원격 시스템에서 ssh를 사용하여 SP 액세스를 시도하는 
경우, SP의 ssh 키가 변경되므로 "Remote Host Identification" 변경
에 관한 메시지가 발생하고 액세스가 실패합니다.  
SP에 대하여 ssh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원격 시스템에서 SP의 
ssh 공용 키 항목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pstore/ssh 디
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삭제합니다. 

{-u | --users} 모든 사용자 인증 설정을 기본 구성으로 재설정합니다. 
SP를 재부팅하면 모든 사용자 계정이 삭제되고 ssh를 통해 SP에 원
격으로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W | --nowait] 바로 SP를 재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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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57에는 이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Mount 하위 명령
표 H-58의 하위 명령으로 SP 마운트 지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P Add Mount 하위 명령 
설명: 마운트 지점을 생성 또는 재설정합니다. 

표 H-57 sp rese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 중입니다. 

NWSE_RPCConnected 11 RPC 클라이언트가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NWSE_RPCConnRefused 12 RPC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NWSE_NoRouteToHost 13 호스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네트워크 다운). 

NWSE_HostDown 14 호스트가 다운되었습니다. 

표 H-58 SP Mount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add mount 마운트 지점을 생성 또는 재설정합니다. 

sp delete mount 지정한 마운트 지점을 삭제합니다. 

sp get mounts SP의 현재 마운트 지점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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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sp add mount {-r | --remote} REMOTE_FILE_SYSTEM 
[{-l | --local} LOCAL_MOUNT_POINT] [{-u | --user} USERNAME] 
[{-p | --password} PASSWORD] [{-W | --nowait}]

표 H-59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 – 윈도우 파티션을 마운트하는 동안 smb 마운트를 실행하면 여러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sp get mounts 하위 명령을 실행하여 호출한 마운팅이 성공했
는지 확인합니다. 

표 H-59 sp add moun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r | --remote} 사용할 원격 서버 및 파일 시스템을 지정합니다.
원격 시스템을 NFS로 내보낸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 명령문 
형식을 사용합니다. 
-r <server_name_ID>:<path> 

원격 시스템을 CIFS(Windows 네트워크 공유)로 내보낸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 명령문 형식을 사용합니다. 
-r //<server_name>/<share_name> 

CI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팅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옵션이 적
당합니다. 이 예에서, Server_Name은 원격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
트 이름입니다.
원격 NFS 또는 SMB 마운트에 필요한 명령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NFS: server_name:/server_exported_mountpoint 
• SMB: //server_name/windows_share_name

{-l | --local} (선택사항) 로컬 마운트 지점을 지정합니다. /mnt 마운트 지점만 지
원됩니다. 

{-u | --user} Windows 계정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Windows 도메인이 강제
수행 상태에 있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도메인을 지정해야 할 수도 있
습니다.
-u <File_Server_Domain>\<username> 

{-p | --password} Windows 계정 암호를 지정합니다. 

{-W | --nowait} --nowait가 지정된 경우, 비동기 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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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60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Delete Mount 
설명: 마운트 지점을 삭제합니다. 

형식
sp delete mount LOCAL MOUNT POINT [-q | --quiet] 

표 H-61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60 sp add moun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 중입니다. 

NWSE_RPCConnected 11 RPC 클라이언트가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NWSE_RPCConnRefused 12 RPC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NWSE_NoRouteToHost 13 호스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네트워크 다운). 

NWSE_HostDown 14 호스트가 다운되었습니다. 

NWSE_UnknownError 15 다른 오류로 인해 기타 오류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표 H-61 sp delete moun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LOCAL MOUNT POINT 삭제할 마운트 지점을 지정합니다. 로컬 마운트 지점을 지정하지 않
으면, 암시적으로 /mnt가 기본값으로 지정됩니다. 

[-q | --quiet] 이 인수를 지정하면 삭제할 마운트 지점이 없는 경우에도 오류가 반
환되지 않습니다. 
238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 서버 관리 설명서 • 2005년 7월



리턴 코드

표 H-62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Get Mount 하위 명령

설명: SP의 현재 마운트 지점을 표시합니다. 

형식
sp get mounts [{-l | --local} MOUNTPOINT] [-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표 H-62 sp delete moun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 중입니다. 

NWSE_RPCConnected 11 RPC 클라이언트가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NWSE_RPCConnRefused 12 RPC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NWSE_NoRouteToHost 13 호스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네트워크 다운). 

NWSE_HostDown 14 호스트가 다운되었습니다. 

NWSE_UnknownError 15 다른 오류로 인해 기타 오류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부록 H 서비스 프로세서 명령 239



표 H-6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H-64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63 sp get mount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l | --local} 로컬 마운트 지점을 지정합니다. -l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암시
적으로 /mnt가 로컬 마운트 지점으로 지정됩니다.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표 H-64 sp get mount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Busy 9 장치 또는 자원이 사용 중입니다. 

NWSE_RPCConnected 11 RPC 클라이언트가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NWSE_RPCConnRefused 12 RPC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NWSE_NoRouteToHost 13 호스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네트워크 다운). 

NWSE_HostDown 14 호스트가 다운되었습니다. 

NWSE_NotMounted 21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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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SMTP 하위 명령
표 H-65의 하위 명령으로 SMTP 통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P Get SMTP Server 하위 명령 
설명: 송신자 주소를 포함한 SMTP 서버 정보를 검색합니다. 

형식
sp get smtp server [-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표 H-66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65 SP SMTP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get smtp server SMTP 서버 정보를 검색합니다. 

sp set smtp server SP SMTP를 원격 SMTP 서버의 주소로 구성합니다. 

sp get smtp subscribers 단일 또는 전체 SMTP 가입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반환합니다. 

sp update smtp subscriber 기존의 SMTP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표 H-66 sp get smtp server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
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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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67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Set SMTP Server 하위 명령

설명: 원격 SMTP 서버의 주소 및 포트 번호(선택사항)등의 정보로 SP SMTP 클라이언
트를 구성합니다. 

형식
sp set smtp server [{-f | --from} FROM FIELD ] IP OR HOSTNAME OF SMTP 
SERVER 

표 H-68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입력하는 값은 먼저 @hostname | ip_address에 지정됩니다. 기본값은 system입
니다. 

예를 들어, sp_22에 admin을 입력한 경우 admin@sp_22로부터 전자 우편 메시지가 전
송됩니다. 

호스트 이름이 설정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IP 주소가 사용됩니다. 
admin@10.10.30.55.

표 H-67 sp get smtp server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
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표 H-68 sp set smtp server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f | --from} SMTP 서버에 송신자 필드를 지정합니다. 

IP OR HOSTNAME OF SMTP SERVER SMTP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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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69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Get SMTP Subscribers 하위 명령

설명: 단일 또는 전체 SMTP 가입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반환합니다. 

형식
sp get smtp subscribers [{-n | --name} <NAME>] [-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표 H-70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71은 기본 SMTP 가입자를 나열합니다.   

표 H-69 sp get smtp server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
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표 H-70 sp get smtp subscriber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n | --namserver } 정보를 검색할 SMTP 가입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지
정하지 않으면, 모든 가입자의 정보가 반환됩니다.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
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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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전자 우편 메시지의 본문에는 전체 이벤트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짧은 전자 우
편 메시지에는 본문이 없습니다. 모든 전자 우편 메시지에는 제목 설명줄이 있습니다. 

짧은 전자 우편 형식은 긴 메시지의 수신을 방지하는 메시지 크기 제약을 가진 무선 액
세스 장치 및 호출기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리턴 코드

표 H-72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Update SMTP Subscriber 하위 명령

설명: 기존의 SMTP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표 H-71 기본 SMTP 가입자

가입자 설명

SMTP_Info_Short 짧은 전자 우편 메시지, 참고 심각도

SMTP_Info_Long 긴 전자 우편 메시지, 참고 심각도

SMTP_Warning_Short 짧은 전자 우편 메시지, 경고 심각도

SMTP_Warning_Long 긴 전자 우편 메시지, 경고 심각도

SMTP_Critical_Short 짧은 전자 우편 메시지, 위험 심각도

SMTP_Critical_Long 긴 전자 우편 메시지, 위험 심각도

표 H-72 sp get smtp subscriber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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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sp update smtp subscriber 
{-n | --name} NAME {-r | --recipients} ADDRESS LIST 

표 H-7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74는 기본 SMTP 가입자를 나열합니다.

참고 – 모든 옵션은 새 값으로 기존의 값을 대체합니다.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존
의 값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가입자에 대하여 -r 옵션만 지정하는 경우, 기
존의 전자 우편 주소 목록은 명령에서 지정한 새로운 목록으로 대체됩니다. 

  

긴 전자 우편 메시지의 본문에는 전체 이벤트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짧은 전자 우
편 메시지에는 본문이 없습니다. 모든 전자 우편 메시지에는 제목 설명줄이 있습니다. 

짧은 전자 우편 형식은 긴 메시지의 수신을 방지하는 메시지 크기 제약을 가진 무선 액
세스 장치 및 호출기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표 H-73 sp update smtp subscriber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n | --name} 업데이트할 SMTP 가입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인수를 반복해
서 입력하면 여러 가입자를 한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r | --recipients} SMTP 가입자의 수신자 주소 목록을 지정합니다. 

표 H-74 기본 SMTP 가입자

가입자 설명

SMTP_Info_Short 짧은 전자 우편 메시지, 참고 심각도

SMTP_Info_Long 긴 전자 우편 메시지, 참고 심각도

SMTP_Warning_Short 짧은 전자 우편 메시지, 경고 심각도

SMTP_Warning_Long 긴 전자 우편 메시지, 경고 심각도

SMTP_Critical_Short 짧은 전자 우편 메시지, 위험 심각도

SMTP_Critical_Long 긴 전자 우편 메시지, 위험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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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75에는 이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SNMP 하위 명령
표 H-76의 하위 명령으로 SNMP 통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표 H-75 sp update smtp subscriber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
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
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표 H-76 SP SNMP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add snmp destination SNMP 수신자를 추가합니다. 

sp delete snmp destination SNMP 수신자를 삭제합니다. 

sp get snmp destinations SP가 전송되도록 구성된 가용 SNMP 수신
자(IP 주소 및 호스트 이름)를 표시합니다. 

sp get snmp proxy community 현재 SP SNMPD의 플랫폼 SNMP 에이전
트 프록시 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커뮤니티 
이름을 반환합니다. 

sp set snmp proxy community 참조 OID를 지정하는 프록시 항목, 참조 
IP 주소 및 프록시 수행 중에 사용할 커뮤
니티 문자열을 설정합니다. 
246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 서버 관리 설명서 • 2005년 7월



SP Add SNMP Destination 하위 명령 
설명: 단일 SNMP 수신자를 추가합니다(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형식
sp add snmp-destination IP ADDRESS/HOSTNAME 

표 H-77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H-78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77 sp add snmp-destination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IP ADDRESS/HOSTNAME 추가할 수신자에 대한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인수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여러 수신자를 한번에 추가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제약에 따라 생성할 수 있는 수신자의 수가 
제한됩니다. 

표 H-78 sp add snmp-destination 하위 명령의 인수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RPCConnRefused 12 RPC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NWSE_UnknownError 15 다른 오류로 인해 기타 오류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했
습니다. 

NWSE_Exist 19 엔티티(사용자, 서비스등)가 이미 있습니다. 
부록 H 서비스 프로세서 명령 247



SP Delete SNMP Destination 하위 명령

설명: 단일 SNMP 수신자를 삭제합니다(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형식
sp delete snmp-destination { IP_ADDRESS/HOSTNAME | {-a | --all} 
[-q | --quiet] 

표 H-79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H-80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79 sp delete snmp-destination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IP ADDRESS/HOSTNAME 삭제할 수신자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인수
를 반복해서 입력하면 여러 수신자를 한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a | --all] 모든 SNMP 수신자를 삭제합니다. 

[-q | --quiet] 이 인수를 지정하면 삭제할 SNMP 수신자가 없는 경우에도 오류
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 H-80 sp add snmp-destination 하위 명령의 인수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248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 서버 관리 설명서 • 2005년 7월



SP Get SNMP Destinations 하위 명령

설명: SP가 전송되도록 구성된 가용 SNMP 수신자(IP 주소 및 호스트 이름)를 표시합니
다. 많은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판별하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형식
sp get snmp-destinations 

리턴 코드

표 H-81에는 이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NWSE_RPCConnRefused 12 RPC 연결이 거부되었습니다. 

NWSE_UnknownError 15 다른 오류로 인해 기타 오류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했습
니다. 

표 H-81 sp get snmp-destination 하위 명령의 인수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UnknownError 15 다른 오류로 인해 기타 오류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했습
니다. 

표 H-80 sp add snmp-destination 하위 명령의 인수 (계속) 

리턴 코드 I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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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Get SNMP Proxy Community 하위 명령 
설명: 현재 SP의 플랫폼 SNMP 에이전트 프록시 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커뮤니티 이름
을 반환합니다. 

형식
sp get snmp proxy community

리턴 코드

표 H-82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Set SNMP Proxy Community 하위 명령 
설명: SP의 SNMP 에이전트는 플랫폼에서 실행되고 있는 마스터 SNMP에 대한 프록시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록시 항목은 참조 OID, 참조 IP 주소 및 프록시 수행 중에 사용할 
커뮤니티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해당 커뮤니티 항목은 플랫폼측 SNMP 구성에 설정된 
값입니다. 

형식
sp set snmp proxy community COMMUNITY STRING 

표 H-82 sp get snmp proxy community 하위 명령의 인수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250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버 — 서버 관리 설명서 • 2005년 7월



표 H-8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문자열에는 길이 제한이 없으며 공통 이름은 private 및 public입니다. 커뮤니
티 문자열의 기본 이름은 private입니다. 

커뮤니티 이름을 설정하지 않고 sp get snmp proxy community 하위 명령을 실행
하는 경우 private이 반환됩니다. 그 외의 경우, 원하는 문자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H-84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SSL 하위 명령
표 H-85의 하위 명령으로 SSL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표 H-83 sp set snmp proxy community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COMMUNITY STRING 구성할 커뮤니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표 H-84 sp set snmp proxy community 하위 명령의 인수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
니다. 

NWSE_RPCTimeout 2 요청이 발행되었으나 서버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RPC 절차 시간이 초과되어 이 요청이 서버에 의해 처리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WSE_RPCNotConnected 3 RPC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표 H-85 SP SSL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disable ssl-required 보안 HTTP(https) 프로토콜의 강제 사용을 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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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Disable SSL-Required 하위 명령 
설명: HTTP URL의 보안을 위해 자동 재지정을 비활성화합니다. SSL이 비활성화된 경
우, HTTP 요청이 HTTPS로 재지정되지 않고 바로 처리됩니다. HTTPS 요청의 보안은 
계속 유지됩니다. 

형식
sp disable ssl-required 

리턴 코드

표 H-86에는 이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enable ssl-required 보안 HTTP(https) 프로토콜의 강제 사용을 활성화합니다. 

sp get ssl Apache Web 서버가 출고 시에 제공된 파일을 사용하는지 
사용자가 제공한 파일을 사용하는지를 판별합니다. 

sp set ssl 이 명령을 사용하여 SP 환경에서 사이트 SSL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H-86 sp disable ssl-required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
돌합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
했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표 H-85 SP SSL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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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Enable SSL-Required 하위 명령

설명: HTTP URL의 보안을 위해 자동 재지정을 활성화합니다. SSL이 활성화되면, 
HTTP 요청이 자동적으로 동일한 HTTPS 요청으로 재지정하여 사이트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SL 0.9.6j 버전이 지원됩니다. 

형식
sp enable ssl-required 

리턴 코드

표 H-87에는 이 명령의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Get SSL 하위 명령

설명: HTTP 보안을 위한 자동 재지정이 필수인지, 옵션인지의 여부 및 Apache Web 
Server가 출고 시에 제공된 SSL 인증 파일을 사용하는지, 사용자가 제공한 SSL 인증 파
일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합니다. 

형식
sp get ssl [{-H | noheader}] [{-D | --Delim <DELIMITER>}] 

표 H-87 sp enable ssl-required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
했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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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H-88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H-89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Set SSL 하위 명령

설명: SP 환경에서 사이트 SSL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
여 SP Value-Add 이미지의 Server Certificate를 내부에서 직접 생성한 인증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출고 시 설정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
sp set ssl [-f] 

sp set ssl {-c | --certfile} <FULL PATH OF THE SERVER CERTIFICATE 
FILE> 
{-k | --keyfile} <FULL PATH OF PRIVATE KEY FILE> 

표 H-88 sp get ssl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 -H | --noheader } 열 머리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D | --Delim } 구분 문자를 지정하여 그 문자로 열을 구분합니다. 삭제되지 않
은 헤더에도 적용됩니다. 원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구분 문자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 H-89 sp get ssl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
이 충돌합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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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H-90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H-91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Update 하위 명령
표 H-92의 하위 명령으로 SP 플래시를 관리합니다.  

표 H-90 sp set ssl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f] 출고 시 설정으로 복구합니다. 

{-c | --certfile} 설치될 파일의 이름을 플래그합니다. 

{-k | --keyfile} 설치될 파일의 이름을 플래그합니다. 

표 H-91 sp set ssl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
생했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표 H-92 SP Flash 하위 명령 

하위 명령 설명

sp update flash all 다음의 SP 재설정 시 전체 플래시 업데이트를 실행할 업
데이트 플래그를 설정합니다. 

sp update flash applications Value-Add 파일을 SP 플래시의 Value-Add 구성요소
로 복사합니다. 

sp update diags 진단을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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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Update Flash All 하위 명령 

참고 – 이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Java Update Server를 실행해야 합니다. Java Update 
Server를 시작하는 방법을 보려면 32페이지의 "SP 기본 패키지 업데이트"를 참조하십
시오.

설명: 주요 SP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전체 SP 플래시 이미지(커널, 기본 파일 
시스템 및 부가 이미지)를 업데이트 합니다.  

이 하위 명령은 우선 Java spUpdate 프로그램이 지정된 원격 서버에 존재하는지, 올바
른 버전의 업데이트 서버가 실행되고 있는지 검증합니다.

위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하위 명령은 update 플래그를 설정하여 다음 SP 재설정 시 
전체 플래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SP가 부팅되면 spUpdate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새로운 플래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및 설치하고 SP를 정상 운영 모드로 재부팅합니다. 
또한 환경변수에 서버 IP 주소와 서버 포트 번호(선택사항)를 설정합니다. 

SP에서 sp -V 명령을 실행하여 새로 설치한 플래시 이미지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 이 명령이 부가 이미지에 대하여 실패하는 경우, sp update flash 
applications 하위 명령을 실행합니다. 

■ 이 명령이 기본 이미지에 대하여 실패하는 경우 조작 패널을 사용하여 플래시를 업
데이트합니다. 조작 패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 Fire V20z 및 Sun Fire V40z 서
버—사용 설명서(819-2917)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sp update flash all 하위 명령은 pstore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습
니다. 

형식
sp update flash all { i | --serverip} <ipaddress xx.xx.xx.xx> 
[{ p | --port} <port#>] [{-r|--remote} REMOTE_VER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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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H-93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H-94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서비스 프로세서 버전을 다운그레이드하려는 경우, 서비스 프로세서가 부팅할 때 발생
하는 문제를 피하려면 아래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1. sp reset to default-settings --all을 실행합니다. 

2. SP가 재부팅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setup으로 로그인하여 새 관리자를 생성합니다.

b. sp update flash all을 실행합니다.

표 H-93 sp update flash all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i | --serverip} 업데이트 서버(Java 응용프로그램)가 실행되고 있는 원격 서버의 IP 주
소 업데이트 서버는 플래시 이미지도 포함합니다. 

{-p | --port} (선택사항) Java sp 업데이트 프로그램에서 SP 플래시 업데이트 요청을 
수신할 원격 서버의 포트 번호 포트 번호가 지정되지 않으면 해당 명령
은 기본 포트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기본 포트 번호는 52708입니다.

{-r | --remote} 업데이트에 사용될 버전을 식별합니다. 버전(예: v1.2.3.4)을 지정하거
나 LATEST를 선택하여 업데이트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
을 사용합니다. 

표 H-94 sp update flash all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NotFound 5 요청하신 버전을 찾을 수 없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UnknownError 15 다른 오류로 인해 기타 오류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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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가 재부팅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sp reset to default-settings -all을 실행합니다.

SP가 재부팅되면, 새 관리자를 생성한 다음 필요한 경우 현재 구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여러 장치에 이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전 구성된 서비스 프로세서의 sp 
autoconfigure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부가 이미지에 대해 sp update flash all 명령이 실패할 경우, sp update flash 
applications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이 명령이 기본 이미지에 대해 실패할 경우 조작 패
널을 사용하여 플래시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조작 패널 사용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P Update Flash Applications 하위 명령

설명: SP 파일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집니다. Base 및 Value-Add 
Base 구성요소는 정보 저장소(Repository)를 포함하며 Value-Add 구성요소는 응용프
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이 명령은 Value-Add 파일을 SP 플래시의 Value-Add 구성요소로 복사합니다. SP를 
재설정하면 새로운 Value-Add 이미지가 적용됩니다. 

sp update flash applications 하위 명령이 실패하고 Value-Add 이미지가 손
상된 경우, SP Base 이미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
sp update flash applications [{-f|--filename} FILE] 
[{-h|--help}] [{-i|--ipaddress} REMOTE_ADDRESS]
[{-p|--port} REMOTE_PORT] [{-r|--remote} REMOTE_VERSION]

표 H-95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95 sp update flash application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f | --filename} 파일의 전체 경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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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코드

표 H-96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SP Update Diags 하위 명령 
설명: 업데이트가 가능할 경우 현재의 진단 버전을 업데이트합니다. 

SP가 외부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진단을 포함한 몇 
가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SP 소프트웨어는 기본 버전의 
진단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어 네트워크 공유 볼륨에 저장
된 경우 그 위치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새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 --ipaddress} 업데이트 서버(Java 응용프로그램)가 실행되고 있는 서버의 IP  
주소 

{-p | --port} (선택사항) Java sp 업데이트 프로그램에서 SP 플래시 업데이트 
요청을 수신할 원격 서버의 포트 번호 포트 번호가 지정되지 않
으면 해당 명령은 기본 포트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기본 포트 번
호는 52708입니다.

{-r | --remote} 업데이트에 사용될 버전을 식별합니다. 버전(예: v1.2.3.4)을 지정
하거나 LATEST를 선택하여 업데이트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을 사용합니다. 

표 H-96 sp update flash application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합니다. 

NWSE_NotFound 5 엔티티(사용자, 서비스, 파일, 경로등)를 찾을 수 없
습니다. 

NWSE_NoPermission 6 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NWSE_NoMemory 8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NWSE_FileError 18 파일 열림, 파일 누락 또는 읽기 및 쓰기 오류가 발생
했습니다. 

NWSE_ServiceNotAvailable 24 요청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NWSE_DeviceError 25 장치를 읽거나 쓸 수 없습니다. 

표 H-95 sp update flash application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부록 H 서비스 프로세서 명령 259



형식
sp update diags {-p | --path} <PATH_TO_DIAGS_FOLDER> 

표 H-97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인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턴 코드

표 H-98에는 이 하위 명령에 대한 리턴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H-97 sp update diags 하위 명령의 인수

인수 설명

{-p | --path} 새 진단 기능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표 H-98 sp update diags 하위 명령의 리턴 코드

리턴 코드 ID 설명

NWSE_Success 0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NWSE_InvalidUsage 1 잘못된 사용: 잘못된 매개변수 사용, 지정된 옵션이 충돌
합니다. 

NWSE_InvalidArgument 4 하나 이상의 인수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되었습니다.  

NWSE_UnknownError 15 다른 오류로 인해 기타 오류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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