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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BIOS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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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페이지의 "그래픽 카드 테스트 시 카드가 한 개만 인식됨"

■ 5페이지의 "디지털 오디오(SFDIF) 진단 테스트 불가"

■ 5페이지의 "TPM 진단 테스트 불가"

Solaris 문제

■ 6페이지의 "Solaris 10, HW 1/06에서 그래픽 카드 두 개 사용"

■ 6페이지의 "사전 설치된 Solaris 10 소프트웨어 이미지"

■ 7페이지의 "NVIDIA FX1400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여 install.sh를 실행한 후 화
면이 흰색으로 표시됨"

■ 7페이지의 "특정 1394개 장치 사용 시 시스템 패닉 상태가 발생"

■ 7페이지의 "특정 비준수 USB 하드 디스크 사용 시 시스템 패닉 상태가 발생"

■ 7페이지의 "sys-unconfig 실행 시 시계의 시간 오류 발생"

Windows XP 문제

■ 8페이지의 "XP 설치 CD로 부팅한 후 빈 화면이 표시됨"
 1



Linux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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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운영 체제 지원 
본 설명서 발행 당시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에서 지원되는 운영 체제(OS)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설치된 Solaris 10, HW 1/06

■ Red Hat Enterprise Linux(RHEL) 4 32비트/64비트 업데이트 2

■ RHEL 3 32비트/64비트 업데이트 6

■ SUSE Linux Enterprise(SLES) 32비트/64비트 SP3 
■ Windows XP32 SP2

■ Windows XP64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최신 목록을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un.com/ultra40

설명서 URL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 설명서의 최신 버전을 다음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un.com/products-n-solutions/hardware/docs/
Workstation_Products/Workstations/ultra_40/index.html

설명서 오류
Sun Ultra 40 Workstation Setup Guide(819-3951-10) 11페이지, 운영 체제 설치 항목의 
2단계를 보면 사용자에게 Windows XP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전에 Installed O/S(설
치된 O/S) BIOS의 설정을 Win2K/XP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Windows XP용 Installed O/S(설치된 O/S) BIOS의 설정은 Windows가 맞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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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BIOS 문제

Supplemental CD V1.0에 이전 버전의 BIOS가 들
어 있습니다.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 V1.0이 출시된 후에 BIOS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 CD에는 이전 버전의 BIOS가 들어 있습니다. Supplemental CD v1.0
에 들어 있는 BIOS의 버전은 1.00입니다. 이 CD로 시스템 BIOS를 플래시하지 마십시
오. 

http://www.sun.com/ultra40에서 다운로드 링크로 이동하여 Sun Ultra 40 워크
스테이션 BIOS 업데이트가 들어 있는 최신 버전의 Supplemental CD를 다운로드하십
시오.

보조 PCI-E 그래픽 슬롯을 위한 BIOS 설정
주 PCI-Express 슬롯은 PCI-E1 슬롯입니다. 보조 PCI-Express x16 슬롯(PCI-E3)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BIOS를 변경하십시오.

1. 주 그래픽 카드 슬롯에 연결된 비디오 디스플레이와 함께 워크스테이션을 부팅합니다.

2. Sun 로고 화면이 나타나면 F2를 눌러 BIOS Setup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3. Advanced 메뉴를 선택합니다.

PCI-E X16 VGA CARD SELECT 항목을 통해 주 그래픽 슬롯으로 사용되는 슬롯을 
정의합니다. 이 카드에 대한 POST 정보와 BOOT 정보가 표시됩니다. 

4. PCI Express Slot 3을 선택하여 PCI-E 3 그래픽 슬롯을 활성화합니다.

5.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BIOS를 종료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을 재부팅하면 보조 그래픽 카드에서 출력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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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Check 진단 문제

그래픽 카드 테스트 시 카드가 한 개만 인식됨
그래픽 카드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 Pc-Check에서 주 그래픽 카드 하나만 인식합니다. 
두 개의 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두 카드를 모두 테스트하려면, 비디오 출력이 보조 
그래픽 카드에서 표시되도록 BIOS 설정을 변경한 다음(4페이지의 "보조 PCI-E 그래픽 
슬롯을 위한 BIOS 설정" 참조), 그래픽 진단 테스트를 다시 실행하십시오. 

카드 두 개를 테스트하는 기능은 향후 Pc-Check 버전에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오디오(SFDIF) 진단 테스트 불가
Pc-Check 초기 버전에는 SPDIF 포트 전용의 테스트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테스트 기능은 향후 Pc-Check 버전에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TPM 진단 테스트 불가
Pc-Check 초기 버전에는 TPM 테스트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테스트 기능은 향후 Pc-Check 버전에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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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is 문제

Solaris 10, HW 1/06에서 그래픽 카드 두 개 사용
이 문제는 Solaris™ 10 Operating System HW 1/06 버전 전체를 재설치하는 경우에
만 해당되고 Sun Ultra 40 워크스테이션과 함께 제공된 사전 설치된 이미지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새로 설치한 Solaris 10 HW 1/06에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실패하고 그래픽이 올바르
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결책: Ultra 40 워크스테이션 Supplemental CD에 들어 있는 별도의 NVIDIA 디스
플레이 드라이버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십시오.

1.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루트(수퍼유저)로 로그인합니다.

2. CD-ROM 드라이브에 Supplemental CD를 넣습니다.

3. /cdrom/cdrom0/drivers/sx86 디렉토리에서 install.sh를 실행합니다.

4. 워크스테이션을 재부팅합니다.

5. CDE 데스크탑을 사용하여 워크스테이션에 한 번 로그인한 다음 JDS를 사용하여 로그
인합니다.

이후의 모든 JDS 로그인이 실행됩니다.

사전 설치된 Solaris 10 소프트웨어 이미지 
한 PCI-Express 슬롯에서 다른 슬롯으로 카드를 옮기면 이전 슬롯의 인스턴스는 OS에
서 nvidia0으로 계속 저장되고 새로운 슬롯은 nvidia1으로 지정됩니다. 

해결책:

● /dev/nvidia0 링크를 /dev/fbs/nvidia1을 가리키도록 변경하거나

● /etc/path_to_inst 파일을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a. 텍스트 편집기에서 /etc/path_to_inst 파일을 엽니다.

vi /etc/path_to_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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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파일에서 모든 nvidia 항목을 제거합니다.

c.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d. 부팅 명령 프롬프트에서 b -r을 입력하여 구성을 재부팅합니다.

새로운 슬롯에 nvidia0이 지정됩니다.

NVIDIA FX1400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여 
install.sh를 실행한 후 화면이 흰색으로 표시됨
Solaris 10 Operating System, HW 1/06에서 install.sh를 실행한 후 재부팅을 하
면 화면이 흰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워크스테이션을 다시 재부
팅하십시오.

특정 1394개 장치 사용 시 시스템 패닉 상태가 발생
이러한 현상은 특정 1394개의 장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문제입니다. 본 릴리
스 노트 작성 당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패치 ID가 없으므로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URL에서 버그 ID 6260568을 검색하십시오.

http://sunsolve.sun.com 

특정 비준수 USB 하드 디스크 사용 시 시스템 패닉 
상태가 발생
이러한 현상은 특정 USB 하드 디스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문제입니다. 본 
릴리스 노트 작성 당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패치 ID가 없으므로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URL에서 버그 ID 6346270을 검색하십시오.

http://sunsolve.sun.com 

sys-unconfig 실행 시 시계의 시간 오류 발생
sys-unconfig를 실행한 후 날짜와 시간 구성을 설정하면 시계의 시간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F2를 눌러 Solaris 10 Operating System 구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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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XP 문제

XP 설치 CD로 부팅한 후 빈 화면이 표시됨
하드 디스크상에 Linux 파티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에는 하드 디스크에서 Linux 파티션을 제거하십시오. 

부팅 디스크 파티션을 제거하려면,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로 
워크스테이션을 재부팅하고 Erase Primary Boot Disk 유틸리티에 대해 옵션 3을 
선택하여 디스크 전체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Linux 문제

RHEL 4 업데이트 1과 2에서 NVIDIA FX1400 카
드 사용 시 화면이 흰색으로 표시됨
일부 Linux 배포판에는 내장된 nv 드라이버에 버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설치 도중
에 흰색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FX1400 카드가 설치된 시스템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운영 체제를 텍스트 모드에서 설치하고 설치 중에 VESA 그래픽 드라이버를 선택합니
다.

2. 설치를 완료하면 Sun Ultra 40 Workstation Supplemental CD에 있는 
install.sh 파일을 실행하여 업데이트된 NVIDIA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설치합니
다.

이 버그는 공개 소스의 nv 드라이버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 릴리스 노트 작성 당시에
는 어떠한 표준 배포판에서도 이 버그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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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L 3에서 사운드 카드 검색 실행 시 사운드 카
드를 찾지 못함
install.sh를 실행하면 modules.conf 파일은 NVIDIA 사운드 드라이버의 정보로 
업데이트됩니다. 

Linux에서 사운드 검색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modules.conf 파일이 잘못된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사운드가 NVIDIA 사운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작동되지 않습니다. 

해결책:

1. 다음 내용을 /etc/modules.conf 파일에 추가합니다.

2. 워크스테이션을 재부팅합니다.

이 문제는 RHEL 4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install.sh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재부팅한 후 
SMP 커널 RHEL 4, 32비트 업데이트 2에서 빈 화
면이 표시됨 
이 버그는 RHEL 4, 32비트, 업데이트 2, SMP 커널 버전 2.6.9-22에만 해당됩니다. 이 
버전은 RHEL 4 업데이트 2의 기본 커널입니다.

RHEL 4, 32비트, 업데이트 2 설치에서 install.sh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전에 다음
을 수행하십시오. 

1. 다음 사이트에서 2.6.9-22-3(또는 이상) SMP 커널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http://people.redhat.com/~jbaron/rhel4/RPMS.kernel/

2. 커널과 kernel-devel rpms를 모두 설치합니다.

3. 워크스테이션을 재부팅합니다.

4. Supplemental CD에서 install.sh를 실행합니다.

alias scsi_hostadapter sata_nv
alias usb-controller usb-ohci
alias usb-controller1 ehci-hcd
alias eth0 nvnet
alias eth1 nvnet
alias sound-slot-0 nvsound
alias snd-intel8x0 off
alias i810_audio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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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널 업데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 install.sh 실행 후 Xserver 시작 실패

■ glxgears 또는 기타 응용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시스템 잠김

RHEL4, 업데이트 2, 32비트 EL Kernel에서 ACPI
를 사용할 경우 Xserver 시작 실패
이 문제는 1.00 Ultra 40 워크스테이션 BIOS에만 해당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etc/grub.conf에서 kernel 명령줄에 acpi=
off를 추가하여 ACPI를 비활성화하십시오.

RHEL3 업데이트 6(64비트)에서 GART 오류 보고
RHEL3 업데이트 6(64비트)에서 콘솔 또는 시스템 로그에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title Red Hat Enterprise Linux AS-up (2.6.9-22.EL)
root (hd0,0)
kernel /vmlinuz-2.6.9-22.EL ro °¶ rhgb quiet acpi=off
initrd /initrd-2.6.9-22.EL.img

Northbridge status a6000001:00050016
Error gart error
Gart TLB error generic level
err CPU 1
processor context corrupt
error uncorrectible
previous error lost
NB error address 0000000037FF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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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드라이버 설치 후 Kudzu에서 잘못된 그래
픽 드라이버를 발견
이 문제는 발생 빈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Supplemental CD에 들어 있지 않은 
NVIDIA 7676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install.sh를 실행한 후 재부팅하면 Kudzu에서 실수로 그래픽 카드를 다시 검색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디오 카드가 nv41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

● Kudzu에서 메시지를 표시하면 ignore 를 선택합니다.

Configure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xorg.conf 파일을 업데이트하여 다음 xorg.conf 파
일의 예제 항목에서와 같이 "nvidia"를 "vesa"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vesa"를 "nvidia"로 다시 변경하십시오. 윗 단계에서처럼 ignore를 선택
하면 이 점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RHEL4, 업데이트 2(64비트) 메시지
다음과 같은 콘솔 메시지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메시지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RHEL4, 업데이트 2(32비트) EL 커널에서의 시간 
초과 메시지
다음과 같은 콘솔 메시지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메시지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Device"
Identifier "VideoCard"
Driver "vesa"
VendorName "Video Card Vendor"
BoardName "Nvidia Quadro FX540"

K8-bus.c bus 254 has empty cpu mask.

ata2: command 0x35 timeout, stat 0xd0 host_stat 0x20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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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L3, 업데이트 6(32비트)에서 init 3을 실행
한 후 시스템 중지
init 3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 수준 5에서 실행 수준 3으로 변경한 후 시스템이 자주 
중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워크스테이션을 재부팅하십시오.

불필요한 SLES 9 메시지
다음과 같은 콘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메시지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linux kernel: driver/usb/input/hid-input.c: event field not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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