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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설명서는 Sun Fire™ X4600 M2 서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 문제에 대
해 다룹니다. 

문제에는 사전 준비 작업, 팁, 문제 해결 힌트 및 변경 요청과 같이 사용자가 알아야 하
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변경 요청에는 괄호로 표시되는 추적 번호(tracking number)가 
있습니다. 변경 요청에 대한 업데이트 및 패치 관련 내용을 보시려면 SunSolveSM 웹 사
이트(http://sunsolve.sun.com)를 참조하십시오.

주 – 시스템에 함께 제공되는 CD의 소프트웨어는 출하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버전이
며 재설치 또는 시스템 복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자주 업데이트되
므로 제품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Sun에서 인증하는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을 확인하십
시오.

제품 업데이트
Sun Fire X4600 M2 서버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제품 업데이트 관련 내용은 다음 
URL로 이동하여 이 제품에 대한 페이지를 찾으십시오.
http://www.sun.com/servers/index.jsp

사이트에서는 CD-ROM .iso 이미지, 펌웨어 및 드라이버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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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설명서
Sun Fire X4600 M2 서버용 문서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과 함께 제공됨은 물
론 제품의 설명서 사이트에도 게시된 Where To Find Documentation(설명서 찾는 방법)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sun.com/products-n-
solutions/hardware/docs/Servers/x64_servers/x4600/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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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Sun 하드웨어 설명서는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sun.com/documentation

Solaris 및 기타 소프트웨어 설명서는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docs.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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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표기 규칙

Sun 기술 지원 문의
이 서버와 관련하여 본 문서에 언급되지 않은 기술 관련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사
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sun.com/service/contacting

Knowledgebase(지식검색)에 대한 링크는 Support(지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Sun 기술 지원 센터에 문의해야 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준비해 두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문제가 일어난 상황 및 문제가 작업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에 대한 설명

■ 문제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 및 패치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 종류, 
운영 체제 버전 및 제품 버전

■ 문제를 재현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한 방법에 대한 상세한 단계

■ 오류 로그 또는 코어 덤프

활자체*

* 사용 중인 브라우저 설정이 이 설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미 예

AaBbCc123 명령, 파일 및 디렉토리의 이름, 컴
퓨터 화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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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BbCc123 사용자 입력 내용, 컴퓨터 화면 출
력 내용과 구분을 위해 사용

% su

Password:

AaBbCc123 책 제목, 새로운 단어 및 용어, 단
어의 강조. 명령줄 변수를 실제 이
름 또는 값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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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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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Sun은 보다 나은 설명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기다립니
다. 의견이 있으시면

http://www.sun.com/hwdocs/feedback에서 문의해 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서의 제목 및 부품 번호도 함께 기재해 주십시오.

Sun Fire X4600 M2 서버 제품 노트, 부품 번호 820-07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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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세서 및 BIOS 문제

이 장에서는 Sun Fire X4600 서버에 관련된 LSI 펌웨어, Sun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서비스 프로세서(SP) 및 BIOS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섹션 제목에 지
정된 번호는 이 문제와 관련된 변경 요청에 대한 내부 추적용 번호입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설명합니다.

■ 2페이지의 "서비스 프로세서 펌웨어 문제"
■ 11페이지의 "BIOS 문제"
■ 21페이지의 "LSI 펌웨어 문제"
1



서비스 프로세서 펌웨어 문제

하드 디스크를 제거한 후 서비스 프로세서가 이벤트 
로그를 기록하지 않거나 시각적 경고를 제공합니다
(6306536)
시스템에서 하드 디스크를 제거한 경우 서비스 프로세서(SP)는 이벤트를 기록하지 않
고 시각적 경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핫 플러그 형
태로 제거하고 시각적 경고가 나타나지 않을 때 서비스 프로세서에서는 LSI SAS 컨트
롤러에서 이벤트를 수신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정상적인 동작입니다.

해결 방법

없음. 정상적인 동작입니다.

ILOM 웹 GUI 또는 CLI를 사용하여 16자 암호로 서
비스 프로세서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6286187)
암호가 정확히 16자인 경우 ILOM 웹 GUI 또는 CLI(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ILOM SP(서비스 프로세서)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암호의 길이를 16자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ILOM CLI가 보고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 데이터가 
IPMItool에서 보고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6371317, 6420808)
FRU(현장 교체 가능 장치)용 하드웨어 구성 요소 데이터가 ILOM CLI(명령줄 인터페이
스) 및 IPMItool에서 쿼리 시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CLI 명령으로 반환된 
FRU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IPMItool에서 읽은 FRU 데이터는 정확
하고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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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CLI 명령으로 반환된 FRU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신 IPMItool을 사용해 FRU 데
이터를 검토하십시오.

깜박거리는 LED의 ILOM CLI 쿼리가 LED가 켜지
고 꺼질 때 Asserted(가정) 또는 Deasserted(비가정) 
상태를 반환합니다(6417946, 6420919)
시스템의 일부 LED는 깜박거리는 상태, 예를 들면 위치 LED가 됩니다. CLI를 통해 입
력한 ILOM 쿼리 명령은 깜박거리는 LED의 켜짐 또는 꺼짐 검색 여부에 따라 LED 상
태를 Asserted(가정) 또는 Deasserted(비가정)으로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show /SYS 
명령을 여러 번 입력할 경우, LED의 켜짐 또는 꺼짐에 따라 LED가 Asserted(가정) 또는 
Deasserted(비가정)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CLI 명령에 의존하여 깜박거리는 LED 상태를 쿼리하지 말고, 대신 IPMItool 명령을 사
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기본 사용자 이름이 root이고 기본 암호가 changeme인 서버에 
대해 LED 상태를 쿼리하려면 이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ipmitool -U root -P changeme -H <SP_IP_address> sunoem led get

시작 CPU 다이오드 온도가 정상보다 낮습니다
(6441857)
Sun Fire X4600 M2 서버에는 CPU 온도를 보고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온도는 CPU 
작업에 따라 변동 폭이 아주 큽니다. PowerNOW!를 지원하는 최근 AMD 프로세서의 
경우 마이너스 수치까지 보고하는 등 CPU의 실제 물리적 온도보다 훨씬 낮은 가상 
CPU 온도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D BIOS and Kernel Developers Guide(AMD BIOS 및 커널 개발자 안
내서)와 ILOM Supplement for Sun Fire X4600 and Sun Fire X4600 M2 Servers(Sun Fire 
X4600 및 Sun Fire X4600 M2 서버용 보충 자료)(819-5432)를 참조하십시오. 두 문서 모
두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sun.com/documentation

해결 방법

다른 주위 온도 센서로 시스템의 실제 온도를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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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팅 시 직렬 연결에 관한 오류 메시지는 무시해도 
좋습니다(6484089)
서버의 직렬 관리 포트 (SER MGT)에 직렬 콘솔을 연결한 경우 직렬 콘솔에 다음과 유
사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rm: cannot remove `/conf/cpu*.fru2': No such file or directory

rm: cannot remove `/conf/bios.fru2': No such file or directory

rm: cannot remove `/conf/dimm*.fru2': No such file or directory

해결 방법

SP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므로 무시해도 좋습니다.

BIOS POST 항목이 변경되어 ILOM GUI 시스템 이
벤트 로그에 BIOS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6484085)
BIOS POST 로그가 변경되면서 새 항목이 두 개 추가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ILOM 이벤트 로그(SEL)에 의해 디코딩되지 않았기 때문에 ILOM GUI의 SEL에는 해
당 BIOS POST 이벤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ILOM GUI SEL에 정확한 BIOS 이벤트가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
니다.

■ IPMItool sel list 명령으로 SEL을 봅니다.

IPMItool 사용 지침은 Sun Fire X4600 and Sun Fire X4600 M2 Servers Diagnostics 
Guide(Sun Fire X4600 및 Sun Fire X4600 M2 서버 진단 안내서)(819-4343)를 참조하
십시오.

■ BIOS 이벤트 로그를 사용하여 BIOS 정보를 봅니다.

BIOS 이벤트 로그 및 POST 코드 보기에 관한 지침은 Sun Fire X4600 and Sun Fire 
X4600 M2 Servers Diagnostics Guide(Sun Fire X4600 및 Sun Fire X4600 M2 서버 진
단 안내서)(819-4343)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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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Itool과 ILOM GUI 동시 액세스 시 GUI 데이터
가 잘못 표시됩니다(6484162)
ILOM GUI 명령과 IPMItool 명령을 사용해서 시스템 정보에 동시에 액세스하려 하면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아무 데이터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PMI 스택 액세스 제
한에 따른 정상적인 동작입니다.

해결 방법

명령을 다시 시도하면 대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 인터페이스를 통해 IPMI 명령을 
실행하거나 SP를 폴링하지 마십시오.

SSL 인증서가 업데이트되었을 때 SP에서 이를 자동
으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6484082)
ILOM과의 안전한 HTTPS 연결을 설정하려면 SSL 인증서 및 비밀 키를 ILOM으로 업
로드해야 합니다. 웹을 통해 업로드된 인증서는 SP에서 /conf/actualcert.pem에 
위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키도 /conf/actualprivkey.pem에 위치합니다. 
업데이트를 적용하려면 SP를 리셋해야 합니다. SSL 인증서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Integrated Lights-Out Manager (ILOM) Administration Guide(통합된 Lights-Out 
Manager 관리 안내서)(819-1160)를 참조하십시오.

SP를 리셋하면 키가 변경되었음을 알려 주고 이를 1회 로그인에만 적용할지 아니면 영
구적으로 적용할지 묻는 팝업 메시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Sun Fire X4600 M2 서
버의 경우 이 팝업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다음 절차를 통해 SSL 인증서와 키의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1. 브라우저를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2. 이 브라우저에서 서버의 IP 주소에 연결합니다(HTTPS 사용).

3. 이 URL이 인증서의 호스트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팝업 메시지가 나타나면 이를 수
락합니다. 

4. View Certificate(인증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버에서 사용 중인 SSL 인증서 버전
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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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를 통한 명령이 중단 또는 반복될 때 SP 작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6378849)
SSH 연결을 통해 발령하는 ILOM 명령이 중단되거나 자주 반복되면 SP 작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ILOM SP를 리셋합니다. SP를 리셋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ipmitool -U root -P <password> -H <SP_IPaddress> bmc reset cold

잦은 명령 또는 폴링 명령에는 IPMItool을 사용합니다. 스크립트 CLI 명령이 올바르게 
종료되고 중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가상 플로피 장치에 응답이 없고 Solaris 부팅 속도
가 매우 느립니다(i2c Hung) (6401983)
ILOM 펌웨어로 에뮬레이트되는 가상 USB 플로피 장치 검색 시 Solaris 운영 체제 부팅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Solaris 디스크 드라이버에서 가상 장치의 용량을 읽기 위
한 시도를 수 차례 반복한 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

/etc/system에서 scsa2usb 드라이브를 제외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쉘 프롬프트 응답이 없어 루트 사용자가 ILOM에 로
그인할 수 없습니다(6444399, 6475327)
i2c 오류 때문에 ILOM SP 작동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쉘 프롬프트 수신이 중단
되고, ILOM SP로부터의 응답도 없어집니다.

해결 방법

ILOM SP를 리셋합니다. SP를 리셋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ipmitool -U root -P <password> -H <SP_IPaddress> bmc reset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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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Fire X4600 M2 서버에 대한 잘못된 플랫폼 펌
웨어 플래시 오류 복구
Sun Fire X4600 M2 서버에 실수로 다른 플랫폼 펌웨어를 플래시한 경우 다음 명령으로 
서버 하드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ipmitool -H <SP_IP_address> -U <username> -P <password> fru

FRU Device Description : p0.card.fru (ID 10)

Board Product : ASSY,CPU BOARD,X4600

Board Serial : 002555

Board Part Number : 501-7321-03

Board Extra : 01

Board Extra : G4_CPU 

Board Product 줄에 ASSY,CPU BOARD,X4600 M2가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나면 서버 
펌웨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SSY,CPU BOARD,X4600이 나타난 경우 Sun 
Fire X4600 M2에 Sun Fire X4600 펌웨어를 플래시한 것입니다.

복구 단계

시스템이 재부팅되지 않지만 서비스 프로세서는 계속 실행되므로 Sun Fire X4600 M2 
펌웨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 Sun Fire X4600 M2 펌웨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한 후 서버를 플래시 업그레이드합
니다.

2.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3. 다음 명령으로 서버 하드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ipmitool -H <SP_IP_address> -U <username> -P <password> fru

이 명령으로 다음과 비슷한 출력이 반환됩니다.
FRU Device Description : p0.card.fru (ID 10)

Board Product         : ASSY,CPU BOARD,X4600 M2

Board Serial          : 002555

Board Part Number     : 501-7321-03

Board Extra           : 01

Board Extra           : G4_CPU_F

Board Product 줄에 X4600 M2가 있으면 서버 펌웨어가 올바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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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이 너무 낮아 CPU 온도 측정에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6412517)
서비스 프로세서 펌웨어에 CPU 온도 임계값이 너무 낮게 설정되면 서버가 불필요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해결 방법

없음.

BIOS 이벤트 로그에 CE 오류가 검색되었는데 SP 
SEL에는 같은 CE 오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6463628)
BIOS 이벤트 로그에 보고된 수정 가능한 메모리 오류(CE)가 시스템 이벤트 로그(SEL)
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없음. CE 보고에 대해서는 BIOS 이벤트 로그를 신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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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되지 않은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트랩(6300437)
다음은 현재 지원되지 않는 트랩 목록입니다.
■ SUN-PLATFORM-MIB

■ sunPlatObjectCreation
■ sunPlatObjectDeletion
■ sunPlatCommunicationsAlarm
■ sunPlatEnvironmentalAlarm
■ sunPlatEquipmentAlarm
■ sunPlatProcessingErrorAlarm
■ sunPlatStateChange
■ sunPlatAttributeChangeInteger
■ sunPlatAttributeChangeString
■ sunPlatAttributeChangeOID
■ sunPlatQualityOfServiceAlarm
■ sunPlatIndeterminateAlarm

■ ENTITY-MIB

■ entConfigChange

■ SNMPv2-MIB

■ coldStart
■ warmStart
■ authenticationFailure

기타 SNMP 문제
다음 SNMP 문제는 알려진 제한사항입니다.

■ SNMP 에이전트는 현재 Entity 및 Sun Platform MIB에 대한 SET를 처리하지 않습
니다. 따라서 SET에 관련된 인증 테스트는 실패합니다.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여 필
요한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6255301)

■ SNMP 사용자가 삭제될 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작업 후 사용자가 삭제될 때 Target cannot be deleted(대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명령은 무시해
도 좋습니다. 하지만 스크립트 명령이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284706)

■ SNMP 에이전트는 여러 개의 연결이 있는 경우 응답을 멈춥니다. 이 경우 SNMP를 
재시작하거나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합니다. (62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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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를 추가할 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SNMP agent not up 
yet, may be reconfiguring(아직 구성되지 않은 SNMP 에이전트가 재구성 중
입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는 무시해
도 좋습니다. (6292473)

■ sysUpTime 값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조립된 시스템이 
51일의 가동시간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값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6295609)

■ CLI를 사용하여 최대 커뮤니티 수를 설정하면 SNMP 에이전트가 종료되어 시스템
을 재부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31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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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문제

DIMM 쌍 1에 발생한 수정 가능하지 않은 DIMM 
오류가 DIMM 쌍 0으로 보고됩니다
DIMM 쌍 1의 수정 가능하지 않은 오류(UE) DIMM(J5-J6에 있음)이 DIMM 쌍 0에 발생
한 것으로 보고되며 제거되지 않습니다. 서버가 계속 재부팅됩니다.

해결 방법

계속 재부팅되는 경우 시스템 이벤트 로그(SEL)에서 DIMM 오류를 확인합니다. CPUn 
DIMM0이라는 UE 보고가 있는 경우 DIMM 쌍 1에 UE가 있는 것입니다. DIMM 쌍 1의 
DIMM 중 하나만, 또는 둘 다 수동으로 교체합니다.

부팅에 NIC 카드를 선택할 때 F8 키와 F12 키가 작
동하지 않습니다(6483787)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카드가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BIOS 부팅 순서에
서 온보드 NIC 전에 NIC 카드 검색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부팅 중에 F12를 누르면(네
트워크에서 부팅) NIC 카드에서 부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F12를 눌러도 시스템이 
NIC 카드에서 부팅되지 않습니다. 

부팅 시 F8을 눌러 부팅 선택 목록에서 NIC 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해결 방법

NIC 카드에서 부팅하려면 온보드 NIC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1. 시스템에서 부팅 중이고 POST를 수행할 때 F2 키를 눌러서 BIOS Setup(BIOS 셋업)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2. BIOS Main(기본) 메뉴 화면에서 PCIPnP 탭을 선택해 PCI/PnP Settings(설정) 화면을 
엽니다.

3. Onboard NIC(온보드 NIC)에 대한 필드를 Disabled(사용 안 함)로 변경합니다.

4. Exit(종료) 메뉴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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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Setup(셋업) 유틸리티를 종료하려면 Exit(종료) 메뉴 화면의 지
침을 따르십시오.

메모리 대역폭이 기준치보다 낮습니다(6468342)
메모리 대역폭이 AMD 기준 사양보다 낮은 약 4 GB/초입니다. 서버 성능에 큰 영향은 
없으며 주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해결 방법

없음.

메모리 대기 시간이 기준치보다 높습니다(6468344)
메모리 대기 시간이 AMD 기준 사양보다 높은 약 17 나노 초입니다. 서버 성능에 큰 영
향은 없으며 주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해결 방법

없음.

BIOS에 tFAW 매개변수가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습
니다(6480843)
tFAW 매개변수(DRAM 구성 하이 레지스터의 [31:28] 비트)가 현재 2K 페이지 크기 
DRAM 설정인 333MHz 17클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Sun 시스템에는 x4 또는 x8 
DRAM만 사용되므로 이 tFAW 매개변수는 1K 페이지 크기, 333MHz 13클럭, 266MHz 
10클럭 및 200MHz 8클럭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 대역폭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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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T 타이머 사용 시 무작위로 패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6478355)
운영 체제에 따라 이 서버에서 고성능 이벤트 타이머(HPET)와 상호 작용할 때 시스템 
패닉(재부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팅 프로세스 중 마지막 POST 창 다
음에, 그리고 /var/log/messages 파일에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MT-BIOS bug: 8254 timer not connected to IO-APIC

해결 방법

이 문제가 발생하면 HPET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BIOS Configuration Utility(구성 유틸리티) Advanced(고급) 메뉴에서 ACPI 
Configuration(ACPI 구성) 화면에 있습니다.

1. 시스템에서 부팅 중이고 POST를 수행할 때 F2 키를 눌러서 BIOS Setup(BIOS 셋업)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2. BIOS Main(기본) 메뉴 화면에서 Advanced(고급) 탭을 선택해 Advanced(고급) 메뉴 
화면을 엽니다.

3. Advanced(고급) 메뉴 화면에서 ACPI Configuration(ACPI 구성)을 선택합니다.

4. ACPI Configuration(ACPI 구성) 화면에서 Advanced ACPI Configuration(고급 
ACPI 구성)을 선택합니다.

5. ACPI HPET Support(ACPI HPET 지원)에 대한 필드를 Disabled(사용 안 함)로 변경
합니다.

6. Exit(종료) 메뉴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7.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Setup(셋업) 유틸리티를 종료하려면 Exit(종료) 메뉴 화면의 지
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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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모두 검색되기 전에 PXE 부팅에 필요한 옵
션 ROM 공간이 모두 소모될 수 있습니다(6453144, 
6403173, 6272514, 6393809, 6439856, 6462303)

BIOS 옵션 ROM 공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옵션 카드를 많이 설치할 경우 
소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동작입니다.

가능한 영향:

■ 이더넷 포트를 통한 PXE 부팅이 불가능하고 오류 메시지 Not enough space to 
copy PCI Option ROM(PCI 옵션 ROM을 복사할 공간이 부족합니다)이 나타납
니다.

■ 이더넷 포트를 통한 PXE 부팅이 불가능하고 오류 메시지 Base-Code ROM ID 
structure not found(기본 코드 ROM ID 구조를 찾을 수 없습니다)가 나타납니다.

■ PIC 카드가 옵션 ROM 공간이 모두 소모된 후에 검색된 PCI 슬롯에 설치된 경우 
PXE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 HBA 카드 및 연결된 HDD 어레이가 옵션 ROM 공간이 모두 소모된 후에 검색된 
PCI 슬롯에 설치된 경우 검색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시작 시 BIOS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장치와 PCI 슬롯을 검색합니다(PCI 슬롯 
장치에 대해서는 그림 1 참조).

1. PCI-E 슬롯 2

2. PCI-E 슬롯 3

3. PCI-E 슬롯 4

4. 온보드 Intel NIC

5. PCI-X 슬롯 0 

6. PCI-X 슬롯 1

7. 온보드 LSI SCSI 컨트롤러

8. PCI-E 슬롯 5

9. PCI-E 슬롯 6

10. PCI-E 슬롯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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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옵션 ROM 공간 부족으로 장치에서 PXE 부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 BIOS에서 원하는 부팅 장치가 부팅 장치 목록에 표시되는 경우 아래의 방법 2를 통
해 검색 순서를 바꿉니다.

■ 원하는 부팅 장치가 부팅 장치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아래 방법 1을 통해 표시
되게 한 뒤 방법 2로 검색 순서를 바꿉니다.

방법 1: PXE 부팅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장치에 대해 옵션 ROM 검색을 비활성화합니다 . 
그러면 PXE 부팅을 원하지 않는 장치에 대해서는 옵션 ROM 공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

1. 시스템에서 부팅 중이고 POST를 수행할 때 F2 키를 눌러서 BIOS Setup(BIOS 셋업)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2. BIOS Main(기본) 메뉴 화면에서 PCIPnP 탭을 선택해 PCI/PnP Settings(설정) 화면을 
엽니다.

3. PXE 부팅에 해당하지 않는 PCI 카드 또는 NIC에 대해 필드를 Disabled(사용 안 함)로 
변경합니다.

4. Exit(종료) 메뉴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5.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Setup(셋업) 유틸리티를 종료하려면 Exit(종료) 메뉴 화면의 지
침을 따르십시오.

방법 2: BIOS 부팅 순서를 수동으로 변경합니다. 원하는 PXE 부팅 장치가 옵션 ROM 공
간이 모두 소모되기 전에 검색될 수 있도록 부팅 순서에서 앞쪽으로 옮깁니다. 다음 절
차를 따르십시오.

1. 시스템에서 부팅 중이고 POST를 수행할 때 F2 키를 눌러서 BIOS Setup(BIOS 셋업)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2. BIOS Main(기본) 메뉴 화면에서 Boot(부팅) 탭을 선택해 Boot(부팅) 메뉴 기본 화면을 
엽니다.

3. 목록에서 Boot Device Priority(부팅 장치 우선순위) 또는 Hard Disk Drives(하드 디
스크 드라이브)를 선택하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변경합니다.

4. 부팅 장치 또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원하는 순서가 되도록 현재 선택 내용을 변경
합니다.

5. Exit(종료) 메뉴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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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Setup(셋업) 유틸리티를 종료하려면 Exit(종료) 메뉴 화면의 지
침을 따르십시오.

그림 1 Sun Fire X4600 M2 PCI 슬롯 지정 및 속도

FT0 FT1

FT3FT2

PCI 카드
슬롯 수 (0 - 7) 01234567

PCI0 = PCIX 133MHz
PCI1 = PCIX 133MHz

PCI2 = PCIE 8 레인

PCI3 = PCIE 8 레인

PCI5 = PCIE 8 레인

PCI6 = PCIE 8 레인

PCI7 = PCIE 4 레인

PCI4 = PCIE 4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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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에서 장치를 모두 검색하기 전에 12개 부팅 장
치 제한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6268877, 6439856)
서버 BIOS에서는 장치를 12개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에 설치된 장치에 
따라 서버 장치가 모두 검색되기 전에 이러한 제한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
보드 LSI SAS 컨트롤러보다 먼저 검색되는 PCI 슬롯에 HBA 및 연결된 디스크 어레이
를 설치할 경우, HBA 및 연결된 HDD가 12개 장치 제한을 초과하면 내부 HDD가 검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동작입니다. 12개 장치 제한을 넘은 장치는 OS 수준에서는 나타나지만 POST 
시 BIOS에 검색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영향:

■ 내부 HDD에서 부팅할 수 없습니다.

■ NIC가 검색되지 않아 PXE 부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BIOS에서는(낮은 PCI 주소부터 높은 PCI 주소로) 오름차순으로 장치를 검색합니다. 
검색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CI-E 슬롯 2

2. PCI-E 슬롯 3

3. PCI-E 슬롯 4

4. 온보드 Intel NIC

5. PCI-X 슬롯 0 

6. PCI-X 슬롯 1

7. 온보드 LSI SCSI 컨트롤러

8. PCI-E 슬롯 5

9. PCI-E 슬롯 6

10. PCI-E 슬롯 7

PCI 슬롯 위치는 그림 1를 참조하십시오.

해결 방법

아래 방법 1을 통해 장치가 목록에 표시되게 한 뒤 방법 2로 검색 순서를 바꿉니다.

방법 1: PXE 부팅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장치에 대해 옵션 ROM 검색을 비활성화합니
다. 그러면 PXE 부팅을 원하지 않는 장치에 대해서는 옵션 ROM 공간이 사용되지 않습
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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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에서 부팅 중이고 POST를 수행할 때 F2 키를 눌러서 BIOS Setup(BIOS 셋업)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BIOS Main(기본) 메뉴 화면에서 PCIPnP 탭을 선택해 PCI/PnP Settings(설정) 화면을 
엽니다.

3. PXE 부팅에 해당하지 않는 PCI 카드 또는 NIC에 대해 필드를 Disabled(사용 안 함)
로 변경합니다.

4. Exit(종료) 메뉴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5.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Setup(셋업) 유틸리티를 종료하려면 Exit(종료) 메뉴 화면의 지
침을 따르십시오.

방법 2: BIOS 부팅 순서를 수동으로 변경합니다. 원하는 PXE 부팅 장치가 옵션 ROM 공
간이 모두 소모되기 전에 검색될 수 있도록 부팅 순서에서 앞쪽으로 옮깁니다. 다음 절
차를 따르십시오.

1. 시스템에서 부팅 중이고 POST를 수행할 때 F2 키를 눌러서 BIOS Setup(BIOS 셋업)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2. BIOS Main(기본) 메뉴 화면에서 Boot(부팅) 탭을 선택해 Boot(부팅) 메뉴 기본 화면을 
엽니다.

3. 목록에서 Boot Device Priority(부팅 장치 우선순위) 또는 Hard Disk Drives(하드 디
스크 드라이브)를 선택하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변경합니다.

4. 부팅 장치 또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원하는 순서가 되도록 현재 선택 내용을 변경
합니다.

5. Exit(종료) 메뉴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6.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Setup(셋업) 유틸리티를 종료하려면 Exit(종료) 메뉴 화면의 지
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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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 카드 설치 또는 제거 후 BIOS 설정에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순서가 변경됩니다(6308569, 
6450677)
지원되는 HBA(호스트 버스 어댑터) 카드를 제거 또는 설치하면 BIOS에서 해당 HDD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HBA에 연결된 내부 HDD가 먼저 검색될 경우 
이 HDD에서 OS 수준으로 시스템이 부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IOS에서는(낮은 PCI 주소부터 높은 PCI 주소로) 오름차순으로 장치를 검색합니다. 
검색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CI-E 슬롯 2

2. PCI-E 슬롯 3

3. PCI-E 슬롯 4

4. 온보드 Intel NIC

5. PCI-X 슬롯 0 

6. PCI-X 슬롯 1

7. 온보드 LSI SCSI 컨트롤러

8. PCI-E 슬롯 5

9. PCI-E 슬롯 6

10. PCI-E 슬롯 7

PCI 슬롯 위치는 그림 1를 참조하십시오.

해결 방법
정상적인 동작입니다. 외부 저장 장치에 연결된 HBA 카드(지원되는 모든 HBA 카드)를 
설치 또는 제거한 후 다음 두 가지 해결 방법을 따르면 원하는 장치에서 부팅할 수 있습
니다.

■ BIOS에서 원하는 부팅 장치가 부팅 장치 목록에 표시되는 경우 아래의 방법 2를 통
해 검색 순서를 바꿉니다.

■ 원하는 부팅 장치가 부팅 장치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아래 방법 1을 통해 표시
되게 한 뒤 방법 2로 검색 순서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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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PXE 부팅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장치에 대해 옵션 ROM 검색을 비활성화합니
다. 그러면 원하는 부팅 장치가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시스템에서 부팅 중이고 POST를 수행할 때 F2 키를 눌러서 BIOS Setup(BIOS 셋업)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2. BIOS Main(기본) 메뉴 화면에서 PCIPnP 탭을 선택해 PCI/PnP Settings(설정) 화면을 
엽니다.

3. PXE 부팅에 해당하지 않는 PCI 카드 또는 NIC에 대해 필드를 Disabled(사용 안 함)로 
변경합니다.

4. Exit(종료) 메뉴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5.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Setup(셋업) 유틸리티를 종료하려면 Exit(종료) 메뉴 화면의 지
침을 따르십시오.

방법 2: BIOS 부팅 순서를 수동으로 변경합니다. 원하는 PXE 부팅 장치가 옵션 ROM 공
간이 모두 소모되기 전에 검색될 수 있도록 부팅 순서에서 앞쪽으로 옮깁니다. 다음 절
차를 따르십시오.

1. 시스템에서 부팅 중이고 POST를 수행할 때 F2 키를 눌러서 BIOS Setup(BIOS 셋업)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2. BIOS Main(기본) 메뉴 화면에서 Boot(부팅) 탭을 선택해 Boot(부팅) 메뉴 기본 화면을 
엽니다.

3. 목록에서 Hard Disk Drives(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4. 부팅 장치가 원하는 순서가 되도록 현재의 부팅 장치 선택 내용을 변경합니다.

5. Exit(종료) 메뉴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6.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Setup(셋업) 유틸리티를 종료하려면 Exit(종료) 메뉴 화면의 지
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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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펌웨어 문제

RAID 볼륨에 메타데이터용으로 파티션이 지정되
지 않은 하드 디스크 공간 64 MB가 필요합니다
(6312581)
RAID 볼륨을 만들려면 펌웨어 및 BIOS는 HDD(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끝에 메타데
이터를 작성해야 합니다. 파티션이 지정되지 않은 하드 디스크 공간이 최소한 64 MB 이
상 필요합니다.

OS로 Solaris 10 1/06 이상이 사전 설치된 서버의 경우 사전 설치된 이미지에 메타데이
터용으로 파티션이 지정되지 않은 하드 디스크 공간 64 MB 이상이 포함됩니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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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문제

이 장에서는 Sun Fire X4600 M2 서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문제를 설명하며 다음 내용
을 다룹니다.

■ 24페이지의 "Solaris 운영 체제 문제"
■ 25페이지의 "Linux 운영 체제 문제"
■ 32페이지의 "VMWare®  ESX Server 문제"
■ 36페이지의 "Sun VTS Bootable Diagnostics CD(부팅 진단 CD) 문제"
■ 37페이지의 "Windows Server 2003 운영 체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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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is 운영 체제 문제

Solaris 시작 중의 AMD Erratum 131 경고 메시지
는 무시해도 됩니다(6438926, 6447850)
Solaris AMD x64 지원에는 AMD Opteron Erratum 131의 BIOS 해결 방법 유무에 대한 
부팅 시간 확인이 포함됩니다. Erratum 131에 해결 방법이 필요한데 아직 구현되지 않
았다고 검색된 경우 Solaris에서 로그하고 다음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WARNING: BIOS microcode patch for AMD Athlon(tm) 64/Opteron(tm) 
processor erratum 131 was not detected; updating your system's BIOS 
to a version containing this microcode patch is HIGHLY recommended or 
erroneous system operation may occur.

해결 방법

Sun Fire X4600 BIOS에서 Erratum 131에 필요한 해결 방법을 포함하는 상위 집합 해결 
방법을 구현하므로 이 경고 메시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두 번째 디스크 삽입 시 CD 미디어에서 Solaris 10 
설치가 중지됩니다(6374024)
CD 미디어에서 Solaris 10을 설치하는 중에 Solaris는 두 번째 CD를 넣은 상태면서도 
두 번째 CD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이 문제는 향후 릴리스에서 수정될 것입니다.

해결 방법

이 문제는 네트워크 설치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Solaris는 CD 이미지를 마
운트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CD보다는 DVD 미디어에서 설치하면 해
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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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운영 체제 문제

X Windows Server 시작 시 RHEL4 U3에 불일치 오
류가 나타납니다(6459079)
Red Hat Linux 4 U3에서 X Windows가 시작될 때 다음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mtrr: type mismatch for fd000000,800000 old: write-back new: 
write-combining

해결 방법

없음. 이 메시지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시스템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RHEL4 U3: LVM 파티션 드라이브에 LSI 하드웨어 
RAI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6450742)
LVM 하드 드라이브 파티션으로 Red Hat Enterprise Linux 4 U3을 설치한 후 LSI SAS 
유틸리티로 하드 드라이브에 RAID를 설정하려 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Data will be destroyed

해결 방법

하드 드라이브에 RAID를 사용하려는 경우 LVM 파티션으로 RHEL4 U3을 설치하지 마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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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Linux 플랫폼에서 USB 1.1 사용 시 무시 가능
한 오류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6396561)
RHEL4 U3/U4 또는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9 서비스 팩 3(SLES9 SP3)을 실행 
중인 서버에서 USB1.1 only 또는 USB 1.1 + USB2.0가 BIOS Setup(셋업) 유틸리
티에서 구성된 경우 장치가 서버에 있는 USB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오
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drivers/usb/input/hid-input.c: event field not found

이 메시지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해결 방법 : 

현재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RHEL4 U3에서 USB 2.0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6396407)
Sun Fire x4600의 nVidia USB 컨트롤러는 USB 2.0 구조가 2GB 메모리 이하로 매핑되
어 있습니다. 2GB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한 경우 정의되지 않은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USB 2.0이 RHEL4 U3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향후 패치가 필요합니다. 패치가 나
올 때까지는 USB 1.1만 지원됩니다. 

해결 방법 : 

BIOS USB 컨트롤러 지원 옵션을 USB 1.1만으로 설정합니다.

1. 시스템에서 부팅 중이고 POST(Power-On Self-Test)를 수행할 때 F2 키를 눌러서 
BIOS Setup(BIOS 셋업)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2. BIOS Main(기본) 메뉴 화면에서 Advanced(고급) 탭을 선택해 Advanced(고급) 메뉴 
화면을 엽니다.

3. Advanced(고급) 메뉴 화면에서 USB Configuration(USB 구성)을 선택합니다.

4. USB Configuration(USB 구성) 화면에서 USB Controller Support(USB 컨트롤러 지
원)을 USB1.1로 변경합니다.

5. Exit(종료) 메뉴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가 놓습니다.

6.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Setup(셋업) 유틸리티를 종료하려면 Exit(종료) 메뉴 화면의 지
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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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L4 U4 타이머 틱 손실 메시지는 무시해도 좋습
니다(6483062)
작업량이 많을 경우 RHEL4 메시지 파일과 dmesg 로그 파일에 다음과 유사한 메시지
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Warning many lost ticks

Your time source seems to be unstable or some driver is hogging 
interrupts.

이 메시지는 여러 IRQ 핸들러 간의 충돌 때문이며, 시스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습
니다.

해결 방법

없음.

트레이에 드라이브가 없어 발생하는 RHEL4 
U3/U4 CD/DVD-ROM 패킷 명령 오류(6397835, 
6461354)
RHEL4 U3/U4 부팅 중에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hda: packet command error: status=0x51 { DriveReady 
SeekComplete Error }
hda: packet command error: error=0x50
ide: failed opcode was 100

이 오류는 IDE 드라이버가 서버에 포함된 트레이가 없는 CD/DVD-ROM 드라이버를 
처리하는 방법에 알려진 문제입니다. 이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드라이버가 
CD/DVD-ROM 드라이브 트레이를 닫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이브에 트
레이가 없으므로 오류가 보고됩니다. 

해결 방법 : 

없음. 이 오류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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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S9 U3/U4 및 RHEL4 SP3에서 GUI 부팅 시 무
시 가능한 오류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6396561)
RHEL4 U3/U4 또는 SLES9 SP3을 실행하는 서버에서 GUI 부팅 시 dmesg 로그에 다음
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두 번 이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drivers/usb/input/hid-input.c: event field not found

X 초기화 중에 일부 장치는 동기화가 해제되어 일부 EV_REP 이벤트는 입력 이벤트로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HID 드라이버의 버그입니다. 이 메시지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해결 방법 : 

없음.

SLES9 SP3 설치 중에 스왑 파티션 128GB를 만들 수 
없습니다(6480937)
YaST로 SLES9 SP3을 설치할 때 하드 디스크 준비 동작 중에 다음 오류 메시지가 반환
될 수 있습니다.

Error: Could not set up swap partition /dev/sda1

OK(확인)를 클릭하면 설치가 아무 문제 없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아래 명령으로 원하
는 스왑 파티션을 설정하면 됩니다.

해결 방법

다음 절차를 통해 스왑 파티션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1. SLES9 SP3 설치가 끝나고 서버가 부팅되면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터미널 창에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mkswap <swap partition space>

# swapon <swap partition space>

3. /etc/fstab 파일에 스왑 파티션에 대한 항목과 기본값을 만듭니다(없는 경우). 다음
과 같은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dev/sdj5 swap swap defaults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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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S9 SP3에 대한 ACPI 부팅 오류 메시지: 잘못된 
반환 개체 유형(6461361)
SLES9 SP3 부팅 중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ACPI-0201: *** Error: Return object type is incorrect [SB_.LATA._CRS] 
(Node 00000107fffdc180), AE_TYPE

해결 방법

없음. 시스템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시하십시오.

SLES9 SP3의 경우 플로피 드라이버에 대한 부팅 메
시지가 중복됩니다(6461350)
부팅 중에 SLES9 SP3 커널에서 다음 메시지를 여러 번 인쇄합니다.
Attached scsi removable disk sdb at scsi2, channel 0, id 0, lun 0

Attached scsi generic sg2 at scsi2, channel 0, id 0, lun 0,  type 0

  Vendor: AMI       Model: Virtual Floppy    Rev: 1.00

  Type:   Direct-Access                      ANSI SCSI revision: 02

메시지마다 드라이브 문자가 다릅니다. 위 예에서는 드라이브 문자가 sdb입니다.

해결 방법

플로피 드라이브에 액세스하려면 첫 번째 메시지의 드라이브 문자를 사용하고 나머지 
메시지는 무시합니다.

SLES9 SP3에서 오류 메시지: Not a Capable 
Intel Processor(6461373)
SLES9 SP3 시스템 부팅 중에 모든 프로세서에 대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IA-32 Microcode Update Driver: v1.13 <tigran@veritas.com>

microcode: CPU1 not a capable Intel processor

microcode: CPU0 not a capable Intel processor

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서에 대해 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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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없음. 이 메시지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SLES9 SP3 그래픽 모드 설치에서 not enough 
memory 메시지가 나타납니다(6368933, 6466229)
CD의 SLES9 SP3을 그래픽 모드로 설치하기로 선택할 경우 이 모드 설치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수 메모리 96MB보다 적다는 텍스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해결 방법

텍스트 모드로 전환해서 제품을 설치합니다.

SLES9 SP3에서 cdrecord -scanbus 명령을 발령
하면 경고 메시지가 수신됩니다(6461376)
SLES9 SP3 시스템에서 cdrecord -scanbus 명령을 입력하면 다음 경고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pg: module not supported by Novell, setting U taint flag.

pg: pg version 1.02, major 97

pga: Autoprobe failed

pg: No ATAPI device detected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Emulex LPe11002 HBA 카드가 있으면 POST가 완
료되지 않습니다(6480975)
PCIe 슬롯에 Emulex LPe11002 HBA(호스트 버스 어댑터)가 설치된 경우 POST 중에 메
모리 카운트가 끝나면 시스템이 재부팅됩니다. 
30 Sun Fire X4600 M2 서버 제품 노트 • 2007년 2월



해결 방법

1. AER(Advanced Error Reporting)을 구현한 장치의 경우 "Uncorrectable Error 
Mask(수정 가능하지 않은 오류)" 레지스터에 "Unsupported Request Error Mask(지
원되지 않는 요청 오류 마스크)" 비트를 설정하십시오.

2. 레거시 "SERR Enable(SERR 사용)" 비트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PCIE 오류 보고
는 "Device Control Register(장치 제어 레지스터)"에서 PCI-Express 관련 비트를 사
용하여 제어하십시오. "Non-Fatal(치명적 아님)" 비트와 "Fatal Error Reporting 
Enable(치명적 오류 보고 사용)" 비트는 설정하되 "Unsupported Request Reporting 
Enable(지원되지 않는 요청 보고 사용)" 비트는 설정하지 마십시오.

3. ERR_NONFATAL 메시지를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로 취급하지 마십시오(치명적인 
오류에는 ERR_FATAL 사용).

RHEL4U4 32비트는 메모리가 64 GB 이하여야 합니
다(6496678)
Red Hat Enterprise Linux 4 U4(32비트)는 서버에 설치된 RAM이 64 GB를 넘을 경우 
로드되지 않습니다(vmkernel 로드 실패). 서버 RAM이 64 GB를 넘을 경우 DIMM을 제
거해서 총 메모리를 64 GB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해결 방법

알려진 동작입니다.  서버 메모리가 64 GB를 넘을 경우 DIMM을 제거해서 총 메모리를 
64 GB 이하로 낮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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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ESX Server 문제

ESX Server는 메모리 양이 64 GB 이하가 되어야 하
고 전체 CPU 슬롯에 균일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6477101, 6486346)
ESX Server 3의 현재 릴리스는 서버에 설치된 RAM이 64 GB를 넘을 경우 로드되지 않
습니다(vmkernel 로드 실패). 서버 RAM이 64 GB를 넘을 경우 DIMM을 제거해서 총 
메모리를 64 GB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또한 ESX Server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CPU 모듈에 메모리가 균일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CPU 모듈에 동일한 양의 메모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CPU 모
듈 간에 메모리 양에 차이가 있으면 ESX Server 동작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서버 메모리가 64 GB를 넘을 경우 DIMM을 제거해서 총 메모리를 64 GB 이하로 낮추
십시오. ESX Server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모든 CPU 모듈에 같은 양의 메모리가 설
치되도록 하십시오.

ESX Server 메시지 Unexpected IO-APIC 
error는 무시해도 좋습니다(6486386, 6471408)
/var/log/dmesg 로그 파일에 ESX Server 메시지 Unexpected IO-APIC error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타나도 성능이나 가용성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

해결 방법

없음.
32 Sun Fire X4600 M2 서버 제품 노트 • 2007년 2월



네트워크 장애를 의미하는 ESX Server 메시지 
invalid vmkernel id가 나타납니다(6471417, 
6486386)
ESX Server COS(콘솔 운영 체제) 기본 메뉴 화면에 다음 오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0:00:00:31.223 cpu2:1038 init:I586: Invalid vmkernel id:0. 
Distributed vmfs locking may not work.

이 메시지는 COS에 대해 네트워킹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구성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냅
니다. 

해결 방법

네트워크 구성에 DHCP를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링크가 실행 중이고 
DHCP 서버가 작동 중인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인터페이스의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SX Server Dmesg 로그 메시지 BIOS reporting 
unknown devices는 무시해도 좋습니다(6480821, 
6486386)
ESX Server /var/log/dmesg 로그 파일에 BIOS reporting unknown devices
라는 메시지가 다수 나타납니다. 이는 ESX Server에서 제어하지 않는 온보드 하드웨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가용성이나 성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무시해도 좋
습니다.

해결 방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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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X Server 메시지 Syncing Hardware Clock 
to System Time [Failed]는 무시해도 좋습니
다(6486386, 6473366)
ESX Server 종료 중에 Syncing Hardware Clock to System Time [Failed]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시스템 가용성이나 성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무시해도 
좋습니다.

해결 방법

없음.

기본 라우트 IP 주소가 정의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ESX Server 메시지 Unable to get COS 
default route가 표시됩니다(6486386)
COS에 기본 라우트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부팅 시 참고용 메시지 Unable to get 
COS default route가 표시됩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라 시스템 가용성과 네
트워크 액세스에 영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etc/sysconfig/network 파일에서 다음 형식으로 행을 만들어 기본 라우트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DEFAULT=XXX.XXX.XXX.XXX

(여기서 XXX.XXX.XXX.XXX는 기본 라우트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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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X Server 메시지 Inquiry EVPD Device ID 
Failed는 무시해도 좋습니다(6486386)
ESX Server에 일부 USB 및 SCSI 저장 장치를 연결할 때 /var/log/dmesg 로그 파일
에 INQUIRY EVPD Device ID failed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EVPD(Extended Vital Product Data)는 SCSI 장치에서 제공하는 옵션 데이터입니다. 
모든 공급업체가 이 데이터를 자사의 장치에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ESX 
Server에 SCSI 시스템의 이런 참고용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시스템 가용성이나 성능에
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해결 방법

없음.

ESX 3.0.1 VMkernel이 로드에 실패합니다(6477101)
완전히 장착된 X4600 M2 시스템에서 128 GB RAM 제공에 4 GB DIMM을 사용할 경우 
ESX 3.0.1 vmkernel이 로드에 실패하여 ESX 호스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해결 방법

없음.

1 GB DIMM 시스템에서 ESX 3.0.1 VMkernel이 불
안정해질 수 있습니다(6501233)
1 GB DIMM만 장착된 시스템의 경우 작동 중에 VMware ESX 3.0.1이 불안정해질 수 있
습니다.

해결 방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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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VTS Bootable Diagnostics CD(부팅 
진단 CD) 문제

Bootable Diagnostics CD(부팅 진단 CD) 
버전 2.1f의 Meter(측정)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6465167)
Bootable Diagnostics CD(부팅 진단 CD) 버전 2.1f에 제공되는 SunVTS 6.2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Meter(측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Meter(측정) 버튼에는 부팅 진
단에 없는 Solaris stdperformeter 유틸리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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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03 운영 체제 문제

플로피 드라이브가 둘 이상일 때 Windows 유틸리
티 mkfloppy.exe에서 플로피 드라이브를 올바르
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FloppyPack.zip에 있는 mkfloppy.exe 유틸리티는 모든 Windows 시스템에서 실
행할 수 있으며, Windows Server 2003 설치 시 사용되는 대용량 저장 장치 드라이버 플
로피를 만들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플로피 드라이브가 여러 개 있으면(USB 연결 플로피 드라이브 포함) 
mkfloppy.exe에서 올바른 플로피 드라이브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

mkfloppy.exe를 사용할 때는 시스템에 플로피 드라이브가 하나만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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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노트 및 문제

이 장에서는 Sun Fire X4600 M2 서버와 관련된 주요 하드웨어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드웨어 문제

작동 및 제거 중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표면이 가
열되었을 수 있습니다(6483742)

주의 – 부상의 위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작동 시 금속 표면이 고온으로 가열될 수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교체를 위해 제거하면서 만지면 손가락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방열판 및 팬이 막힐 수 있습니다. 
먼지와 오염물이 쌓이면 시스템 냉각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약 6개월에 한 번씩(청
결 상태가 좋지 않은 운영 환경의 경우 더 자주) 시스템을 열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방열판과 팬, 통풍구를 점검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오염물을 털거나 불
어내십시오. 또는 진공 청소기로 조심스럽게 청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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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팬은 초기 전원이 켜진 후에 속도를 늦추는 
데 1 - 2분이 걸립니다.

주 – 서버의 초기 전원이 켜진 후 고속에서 정상 속도로 늦추는 데 1분 이상 걸릴 수 있
습니다. 정상적인 동작으로 이상 징후는 아닙니다.

디스크를 DVD-ROM 드라이브에 삽입할 때 레이블
이 있는 면이 왼쪽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 – 디스크를 수직 DVD-ROM 드라이브 슬롯에 삽입할 때에는 디스크 레이블 면이 왼
쪽(서버 중심 방향)을 향하도록 디스크를 넣으십시오. 그림 2을(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2 Sun Fire X4600 M2 서버 전면 패널

Sun

디스크 레이블 면
서버 중심 방향
center of server

전원/OK LED
40 Sun Fire X4600 M2 서버 제품 노트 • 2007년 2월



작업량이 과다하고 mpflip이 실행 중일 때 Sync 
Flood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6479368)
CPU 작업량이 과다하고 백그라운드에 mpflip이 실행 중일 때 Sync Flood 오류가 발생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해결 방법

없음.

USB 포트가 작동 중에 비활성화됩니다(6424279)
USB 포트가 작동 중에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nVidia USB 컨트롤러와 관련된 하드웨
어 문제로 보이며, 주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USB 포트에 연결된 장치가 비활성화됩니다. 파일에 다음과 
유사한 메시지가 보고됩니다.
[ID 691482 kern.warning] WARNING: /pci@0,0/pci108e,cb84@2 (ohci0): 
Connecting device on port 1 failed

해결 방법

없음. 서버를 재부팅하여 USB 포트를 다시 활성화하십시오.

마우스가 버튼 클릭 동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6475437)
연결 마우스에서 발견된 문제입니다. 마우스가 버튼 클릭 동작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콘
솔 화면에서 커서를 움직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해결 방법

없음. 서버를 재부팅하여 마우스를 리셋하십시오.
하드웨어 노트 및 문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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