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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 T3-4 서버제품 안내서

이 문서에서는 Oracle의 SPARC T3-4 서버에 대한 다음 정보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 1페이지의 "표준 구성에 대해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 2페이지의 "Oracle Solaris OS 지원"

■ 2페이지의 "패치 정보"

■ 3페이지의 "단일 프로세서 모듈 구성이 지원되지 않음"

■ 3페이지의 "ALOM CMT 호환 쉘이 지원되지 않음"

■ 4페이지의 "알려진 제품 문제"

표준 구성에 대해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다음 표에는 서버에 사전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버가 배송
용으로 준비된 시점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모든 패치가 출고 시 설치되었습니다.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용 패치를 포함하여 모든 패치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My 
Oracle Support 웹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https://support.oracle.com/

주 – 사전 설치된 Oracle Solaris OS는 ZFS 파일 시스템에 설치됩니다.

소프트웨어 위치 기능

Oracle Solaris 10 9/10 OS 루트 디스크 슬라이스 0(및 ABE의 슬라이스 3) 운영 체제

Oracle VM Server for SPARC 2.0 /opt/SUNWldm 논리적 도메인 관리

Electronic Prognostics 1.1 /opt/ep 특정 FRU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기 경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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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OS 지원
서버의 첫 번째 드라이브는 Oracle Solaris 10 9/10 OS 복사본에 사전 설치됩니다. OS
는 서버에 처음으로 전원을 공급할 때 적절한 지점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는 다음과 같은 Oracle Solaris OS 릴리스를 지원합니다.

■ Oracle Solaris 10 10/09 OS(Oracle Solaris 10 9/10 패치 번들 또는 차후 호환 가능한 
패치 번들 포함)

■ Oracle Solaris 10 9/10 OS(서버에 사전 설치됨)

서버, 선택적 구성 요소 및 소프트웨어용 패치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Oracle Support 
웹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https://support.oracle.com/

주 – Oracle VM Serv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어와 게스트 도메인 둘 다 이러
한 최소 Oracle Solaris OS 릴리스를 지원합니다.

Oracle Solaris OS 설치 및 구성 지침은 Oracle Solari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패치 정보
모든 필수 패치는 배송 전에 설치됩니다. 서버에 Oracle Solaris OS를 다시 설치하는 경
우 OS, 서버 및 선택적으로 설치한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용 필수 패치를 설치해
야 합니다.

이 문서가 게시될 때 서버에는 다음과 같은 Oracle Solaris 10 9/10 OS 패치가 필요합니
다. Oracle Solaris 10 9/10 OS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패치의 호환되는 최신 버
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 143647-08

■ 144567-01

■ 145098-02

■ 145868-01

■ 144486-04

■ 144488-04

■ 145786-02

■ 145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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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패치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필수 패치의 현재 목록을 확인하려면 My 
Oracle Support 웹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https://support.oracle.com/

주 – 선택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용 필수 패치 및 업데이트에 대한 최신 정보는 각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단일 프로세서 모듈 구성이 지원되지 않음
SPARC T3-4 Server Service Manual에서는 현재 지원되지 않는 단일 프로세서 모듈 구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설명서에서 단일 프로세서 모듈 구성에 대한 정보
는 무시하십시오.

QSFP 포트 구성이 있는 후면 입출력 모듈
이 지원되지 않음
후면 입출력 모듈에 대해 두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 QSFP 포트가 있는 후면 입출력 모듈

■ QSFP 포트가 없는 후면 입출력 모듈

QSFP 포트 구성이 있는 후면 입출력 모듈이 올바르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QSFP 포트 
구성이 있는 후면 입출력 모듈을 설명하는 SPARC T3-4 서버 설명서 정보를 무시하십
시오.  

ALOM CMT 호환 쉘이 지원되지 않음
SPARC T3-4 서버는 이전 플랫폼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던 ALOM(Advanced Lights 
Out Manager) CMT 명령줄 호환 쉘(cli_mode=alom)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PARC T3 
시리즈 서버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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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제품 문제
이 절에서는 Oracle의 SPARC T3-4 서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문제에 대해 설
명합니다. 문제 설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4페이지의 "하드웨어 문제"

■ 11페이지의 "Oracle Solaris OS 문제"

■ 27페이지의 "펌웨어 문제"

하드웨어 문제
이 절에서는 알려진 하드웨어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포트 4개의 Sun Dual 10GbE SFP+ PCIe TCP RX 성능 저하
(CR 6943558)

여러 Sun Dual 10GbE SFP+ PCIe 카드에서 3개 이상의 포트를 사용할 경우 과도한 패
킷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송 및 수신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습니다. 2개
의 포트만 사용하면 패킷 손실이 최소화되고 전송/수신 성능이 예상대로 작동합니다.

해결 방법: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에 대한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제어하면 패킷 손실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성능이 향상됩니다.

▼ 흐름 제어 활성화(시스템 재부트)
1. /kernel/drv/ixgbe.conf 파일에 다음 줄을 추가합니다.

2. 이러한 드라이버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시스템을 재부트합니다.

fm_capable = 0;
flow_control = 3;
tx_queue_number = 2;
rx_queue_number = 6;
intr_throttling = 1000;
4 SPARC T3-4 서버제품 안내서 • 2010년 12월



▼ 흐름 제어 활성화(시스템 재부트 안 함)
1. /kernel/drv/ixgbe.conf 파일에 다음 줄을 추가합니다.

2. 모든 ixgbe 인터페이스를 연결 해제(unplumb)합니다.

3. update_drv ixgbe 명령을 입력합니다.

4. 모든 ixgbe 인터페이스를 연결(plumb)합니다.

PARALLEL_BOOT/HOST_LAST_POWER_STATE=enabled 
실패, AC 전원을 껐다 켠 후 예상치 못한 전원 상태(꺼짐) 
발생(CR 6994047)
HOST_LAST_POWER_STATE를 enabled로 설정한 다음 시스템의 AC 전원을 껐다 켜
면 전원이 켜진 후 호스트가 꺼짐 상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 정보는 잘
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복구:

시스템의 전원을 다시 껐다 켜면 잘못된 상태 정보가 지워집니다.

전면 USB 포트에 부착된 USB 썸 드라이브에서 부트 시 서
버에서 패닉 발생(CR 6983185)
전면 USB 포트(USB2 또는 USB3) 중 하나에 삽입된 USB 썸 드라이브(휴대용 USB 플래
시 드라이브)를 부트하려고 하면 서버에서 패닉이 발생하여 부트에 실패합니다.

해결 방법:

외부 USB 썸 드라이브에서 부트할 때에는 서버의 후면 USB 포트(USB0 또는 USB1)를 
사용합니다.

fm_capable = 0;
flow_control = 3;
tx_queue_number = 2;
rx_queue_number = 6;
intr_throttling = 1000;

# update_drv ixg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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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QSFP 케이블이 지원되지 않음(CR 6941888)
SPARC T3-4 서버 10Gb 네트워크 모듈에서 동선 QSFP 케이블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모듈에서는 광학 QSFP 트랜시버 모듈 및 케이블만 지원합니다.

해결 방법:

지원되는 시스템 옵션 목록에 지정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x4 카드로 이미 구성된 슬롯에 x8 카드의 핫플러그 설치를 
수행할 때 성능 제한이 나타남(CR 6987359)
4포트(Cu) PCIe(x4) Northstar ExpressModule(부품 번호 (X)7284A-Z-N)이 이미 있는 
PCI Express Module 슬롯에 이중 10GbE SFP+ PCIe2.0 Niantic EM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 카드(Network Interface Card, NIC)(부품 번호 1110A-Z)를 핫플러그하면 이중 
10GbE SFP+ PCIe2.0 Niantic NIC의 예상 성능 이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슬롯을 이미 비웠거나 다른 옵션 카드에서 슬롯을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지 
않으며 시스템의 전원을 켤 때 카드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중 10Gbe SFP+ PCIe2.0 Niantic EM 카드를 두 번째로 
핫플러그합니다.

■ cfgadm(1m) 명령을 사용하여 카드의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 hotplug(1M) 명령을 사용하여 장치를 비활성화하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장치의 
전원을 켜고 활성화합니다.

■ 카드의 주의(ATTN) 버튼을 사용하여 카드의 구성을 해제했다가 다시 구성합니다.

주 – 두 번째 핫플러그 작업의 일부로 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했다가 다시 삽입할 필요
는 없습니다.

# cfgadm -c disconnect slot-name 
# cfgadm -c configure slot-name 

# hotplug disable device-path slot-name
# hotplug poweroff device-path slot-name
# hotplug poweron device-path slot-name
# hotplug enable device-path slot-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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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 및 CE 메모리 고장 후 오류 메시지가 보관되지 않음
(CR 6990058)

서버의 메모리에서 수정 불가능한 오류(Uncorrectable Error, UE)가 발생한 후 수정 가
능한 오류(Correctable Error, CE)가 발생하면 정확한 오류 메시지가 생성되지 않고 서
비스 프로세서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문제를 진단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시스템을 다시 부트합니다. 메모리 문제가 지속되면 서비스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하
십시오.

부하가 매우 높은 경우 감시 시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음
(CR 6994535)

비정상적으로 작업 부하가 높은 경우 호스트가 충돌이나 패닉에 대한 신호 없이 OBP로 
갑자기 다시 재설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ILOM 이벤트 로그에 "Host 
watchdog expired" 항목이 포함됩니다.

SP 이벤트 로그를 표시합니다.

이 문제가 서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벤트 로그에 "Host watchdog expired"라는 항목
에 포함됩니다.

해결 방법:

허가된 서비스 공급자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Oracle Solaris /etc/system 파일에 다음 항목을 추가하여 감시 시간 초과 기간을 확
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시 시간 초과 기간이 10분(600,000밀리초)으로 확장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etc/system 파일에 다음 항목을 추가하여 감시 시간 초과를 완전
히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주 – /etc/system 수정 사항을 적용하려면 서버를 재부트해야 합니다.

-> show /SP/logs/event/list

set watchdog_timeout = 600000

set watchdog_enabled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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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복구할 수 없는 USB 하드웨어 오류가 나타
남(CR 6995634)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복구할 수 없는 USB 하드웨어 오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

시스템을 다시 부트합니다. 이러한 오류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는 경우 서비스 담당자에
게 문의하십시오.

수정 불가능한 오류(Uncorrectable Error, UE)가 발생한 
DIMM을 가능한 빨리 교체(CR 6996144)
DIMM에서 수정 불가능한 오류(Uncorrectable Error, UE)가 발생할 경우 서버에서는 
DIMM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레이블을 지정하는 fault.memory.bank 오류를 생성
합니다. Oracle ILOM show faulty 명령이나 fmdump -v 명령을 사용하여 이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DIMM에 영구적으로 수정 불가능한 오류(여러 번 재부트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류)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빨리 이 DIMM을 교체하여 서버 작동 중지 시간을 
방지합니다.

해결 방법:

오류가 발생한 DIMM을 교체하는 작동 중지 시간을 예약하는 대신 최대한 빨리 오류가 
발생한 DIMM을 교체합니다. 서비스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120초 미만의 기간 동안 AC 전원을 제거하면 서비스 프로
세서가 초기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CR 6997182)
120초 미만의 기간 동안 AC 전원을 제거하면 서비스 프로세서(Service Processor, SP)
가 초기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

SP를 초기화하려면 서버 전원 코드 4개의 연결을 모두 해제합니다. 120초 이상 동안 기
다린 후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합니다.

usba: WARNING: /pci@400/pci@1/pci@0/pci@8/pci@0/usb@0,2 (ehci0): Unrecoverable 
USB Hardware Error
usba: WARNING: /pci@400/pci@1/pci@0/pci@8/pci@0/usb@0,1/hub@1/hub@3 (hubd5): 
Connecting device on port 2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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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오류로 호스트의 전원이 켜지지 않음(CR 7003014)
시스템의 전원을 켜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ILOM에서 프로세서 모듈(PM0 또는 PM1) 
중 하나에서 12V 센서의 문제를 보고하고 시스템 오류를 로깅하며 전원 켜기 시퀀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LOM start /SYS 명령이 실패하여 전원 켜기 시퀀스가 중단될 경우 ILOM 
명령줄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의 예입니다.

ILOM start /SYS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전원을 켤 수 없는 경우 ILOM 이벤트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PMx/PDx/V_+12V0(여기서 x는 0 또는 1임)이 포함된 오류가 
ILOM 이벤트 로그에 표시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ILOM 오류 관리 쉘에는 프로세서 모듈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류가 있는 구성 요소 목록을 보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ILOM 오류 관리 쉘을 시작합니다.

2. 오류가 있는 구성 요소 목록을 표시합니다.

-> start /SYS
 Are you sure you want to start /SYS (y/n)? y
 start: System faults or hardware configuration prevents power on.

-> show /SP/logs/event/list

1115   Sat Jan  1 12:44:15 2000  IPMI      Log       minor
       ID =   b2 : 01/01/2000 : 12:44:15 : Voltage : PM0/PD1/V_+12V0 : Lower Non
       -critical going low  : reading 0 <= threshold 11.43 Volts

-> start /SP/faultmgmt/shell
Are you sure you want to start /SP/faultmgmt/shell (y/n)? y

faultmgmtsp> fmadm fa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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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서는 프로세서 모듈 0(PM0)의 전압 센서 오류를 표시합니다.

해결 방법:

허가된 서비스 공급자에게 문의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PMx/PDx/V_+12V0 센서 중 하나에서 전원 켜기 오
류 및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오류를 해결하고 다시 시스템
의 전원을 켜십시오.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오류를 해결합니다.

a. ILOM CLI를 사용하여 오류를 해결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 모듈 0(PM0)의 오류를 해결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 ------------- -------
Time                UUID                                 msgid         Severity
------------------- ------------------------------------ ------------- -------
2010-11-12/19:59:33 c55af62d-2da0-48de-f02f-b437146752f7 SPT-8000-DH   Critical

Fault class : fault.chassis.voltage.fail

FRU         : /SYS/PM0
              (Part Number: 541-4182-08)
              (Serial Number: 1005LCB-1041HB01A1)

Description : A chassis voltage supply is operating outside of the
              allowable range.

Response    : The system will be powered off.  The chassis-wide service
              required LED will be illuminated.

Impact      : The system is not usable until repaired.  ILOM will not allow
              the system to be powered on until repaired.

Action      : The administrator should review the ILOM event log for
              additional information pertaining to this diagnosis.  Please
              refer to the Details section of the Knowledge Article for
              additional information.

-> set FRU-name clear_fault_action=true 

-> set /SYS/PM0 clear_fault_actio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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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LOM 오류 관리 쉘을 사용하여 오류를 해결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 모듈 0(PM0)의 오류를 해결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2.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오류를 해결한 후 문제 없이 시스템의 전원이 켜지면 CR 7003014가 발생한 것이므로 
시스템의 전원이 켜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오류가 계속 발생하여 시스템의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심각한 오류로 처리해야 합니다. 
허가된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Oracle Solaris OS 문제
이 절에서는 Oracle Solaris OS의 이번 릴리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적/동적 입력/출력이 현재 지원되지 않음 
SPARC T3-4 서버는 6983964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을 경우 Oracle VM Server for 
SPARC의 SDIO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이 제공될 때까지 Oracle VM 
Server for SPARC의 SDIO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21페이지의 "SDIO 정책 위반으로 인해 부트 시 기본 도메인에서 패닉이 
발생함(CR 6983964)"을 참조하십시오.

faultmgmtsp> fmadm repair FRU-name

faultmgmtsp> fmadm repair /SYS/PM0
...
faultmgmtsp> exit
->

-> start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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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OS에서 논리 장치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이 
변경됨

이제 Oracle Solaris OS에서는 논리 장치 이름에 tn(대상 ID) 필드 대신 SAS 2.0 
WWID(World Wide ID)를 사용합니다. 이 변경은 네트워크를 통해 OS를 다운로드할 
때 대상 디스크를 식별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이 변경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 네트워크를 통해 OS를 다운로드할 때 다운로드 대상으로 HDD 슬롯 0의 디스크를 
지정해야 합니다. OBP를 기본 부트 장치로 사용하는 디스크입니다.

■ WWID를 사용하도록 변경되기 전에 이 디스크는 OS에 논리 이름 c0t0d0s0으로 알
려졌습니다. 

■ 이 변경으로 이제 기본 부트 장치에 대한 장치 식별자를 c0tWWIDd0s0이라고 하며, 
여기서 WWID는 16진수 값입니다. 이 WWID 값은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HDD 슬롯 
0에 있는 디스크의 물리적 ID에 매핑되지 않습니다.

주 – 기본적으로 Oracle Solaris OS는 HDD 슬롯 0에 있는 디스크에 설치됩니다. 다른 
슬롯에 있는 디스크에 OS를 설치하려면 기본 슬롯 번호에 있는 디스크를 지정합니다.

OS 다운로드 작업을 위해 HDD 슬롯 0을 확실히 지정하려면 해당 디스크에 대한 
WWID 값과 해당 물리적 위치 사이의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probe-scsi-all을 
실행하고 출력을 확인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probe-scsi-all 출력에서 다음 디스크 식별자를 찾습니다.

■ SASDeviceName - Oracle Solaris OS가 인식하는 디스크 WWID입니다.

■ SASAddress - OBP가 참조하는 디스크 WWID입니다.

■ PhyNum - 디스크가 점유하는 물리적 HDD 슬롯입니다. 이 값도 16진수 값으로 표현
됩니다.

■ VolumeDeviceName - 이 숫자는 Oracle Solaris OS가 인식하는 RAID 볼륨의 
WWID입니다.

■ VolumeWWID - OBP가 참조하는 RAID 볼륨의 WW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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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 T3-4 서버에는 두 개의 온보드 SAS 제어기가 있으며, 각각은 4개의 연결된 드라
이브를 제어합니다. 다음 probe-scsi-all 출력 예는 8개의 드라이브가 있는 SPARC 
SPARC T3-4에 대한 것입니다. 

ok probe-scsi-all
/pci@700/pci@1/pci@0/pci@0/LSI,sas@0

FCode Version 1.00.54, MPT Version 2.00, Firmware Version 5.00.17.00

Target 9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c5cc8  SASAddress 5000cca00abc5cc9  PhyNum 0
Target a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af620  SASAddress 5000cca00abaf621  PhyNum 1
Target b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cec4c  SASAddress 5000cca00abcec4d  PhyNum 2
Target c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c5218  SASAddress 5000cca00abc5219  PhyNum 3

/pci@400/pci@1/pci@0/pci@8/pci@0/usb@0,2/hub@2/hub@3/storage@2
  Unit 0   Removable Read Only device    AMI     Virtual CDROM   1.00

/pci@400/pci@1/pci@0/pci@0/LSI,sas@0

FCode Version 1.00.54, MPT Version 2.00, Firmware Version 5.00.17.00

Target 9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cede0  SASAddress 5000cca00abcede1  PhyNum 0
Target a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c51a8  SASAddress 5000cca00abc51a9  PhyNum 1
Target b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ce89c  SASAddress 5000cca00abce89d  PhyNum 2
Target c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c5354  SASAddress 5000cca00abc5355  PhyNum 3

{0}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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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probe-scsi-all 출력 예에서는 RAID 구성을 보여줍니다. RAID 볼륨의 
VolumeDeviceName은 3c2f959213c8a292입니다.

ok probe-scsi-all
/pci@700/pci@1/pci@0/pci@0/LSI,sas@0

FCode Version 1.00.54, MPT Version 2.00, Firmware Version 5.00.17.00

Target 9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c5cc8  SASAddress 5000cca00abc5cc9  PhyNum 0
Target a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af620  SASAddress 5000cca00abaf621  PhyNum 1
Target 37e Volume 0
  Unit 0   Disk   LSI      Logical Volume   3000    1167966208 Blocks, 597 GB
  VolumeDeviceName 3c2f959213c8a292  VolumeWWID 0c2f959213c8a292

/pci@400/pci@1/pci@0/pci@8/pci@0/usb@0,2/hub@2/hub@3/storage@2
  Unit 0   Removable Read Only device    AMI     Virtual CDROM   1.00

/pci@400/pci@1/pci@0/pci@0/LSI,sas@0

FCode Version 1.00.54, MPT Version 2.00, Firmware Version 5.00.17.00

Target 9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cede0  SASAddress 5000cca00abcede1  PhyNum 0
Target a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c51a8  SASAddress 5000cca00abc51a9  PhyNum 1
Target b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ce89c  SASAddress 5000cca00abce89d  PhyNum 2
Target c
  Unit 0   Disk   HITACHI  H103030SCSUN300G A2A8    585937500 Blocks, 300 GB
  SASDeviceName 5000cca00abc5354  SASAddress 5000cca00abc5355  PhyNum 3

{0}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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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Jumpstart 예

다음 Oracle Solaris Jumpstart 프로파일 예에서는 특정 디스크 드라이브에 OS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 WWID 구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SASDeviceName은 이전 
6드라이브 구성 목록에서 가져옵니다.

주 – Oracle Solaris 구문 규칙에서는 WWID의 모든 알파 문자가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Oracle Solaris Jumpstart 프로파일 예에서는 RAID 볼륨에 OS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WWID 구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VolumeDeviceName은 이전 RAID 
probe-scsi-all 예에서 가져옵니다.

#
install_type flash_install
boot_device c0t5000C5001CB4A637d0s0 preserve

archive_location nfs 
129.148.94.249:/export/install/media/solaris/builds/s10u9/flar/latest.flar

# Disk layouts
#
partitioning explicit
filesys rootdisk.s0         free /
filesys rootdisk.s1         8192 swap

#
install_type flash_install
boot_device c0t3CE534E42C02A3C0d0s0 preserve

archive_location nfs 
129.148.94.249:/export/install/media/solaris/builds/s10u9/flar/latest.flar

# Disk layouts
#
partitioning explicit
filesys rootdisk.s0         free /
filesys rootdisk.s1         8192 s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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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식 설치 예

대화식 설치에서는 하나 이상의 디스크를 OS 설치의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묻습니다. 
설치에 제공되는 디스크 용량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
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WWID 값이 있는 디스크를 지정합
니다. 

이러한 WWID 값은 다음 대화식 예에 설명되어 있으며, 이전 예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
한 6디스크 환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설치 대상으로 선택한 드라이브는 HDD 슬롯 0(기
본 OBP 위치)에 있습니다.

주 – 일부 다른 디스크를 사용하려면 HDD 슬롯 0의 디스크 대신 사용하려는 디스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_ Select Disk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n this screen you must select the disks for installing Solaris software. Start 
by looking at the Suggested Minimum field; this value is the approximate space 
needed to install the software you’ve selected. Keep selecting disks until the 
Total Selected value exceeds the Suggested Minimum value.
NOTE: ** denotes current boot disk

Disk Device Available Space
=============================================================================
  [ ]    c0t5000CCA00ABAF620d0                            286090 MB
  [X] ** c0t5000CCA00ABC51A8d0                            286090 MB
  [ ]    c0t5000CCA00ABC5218d0                            286090 MB
  [ ]    c0t5000CCA00ABC5354d0                            286090 MB
  [ ]    c0t5000CCA00ABC5CC8d0                            286090 MB
  [ ]    c0t5000CCA00ABCE89Cd0                            286090 MB
  [ ]    c0t5000CCA00ABCEC4Cd0                            286090 MB
  [ ]    c0t5000CCA00ABCEDE0d0                            286090 MB

                                     Total Selected: 286090 MB
                                  Suggested Minimum:   5009 M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sc-2_Continue F3_Go Back F4_Edit F5_Exit F6_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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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gadm -al 명령에서 출력을 인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
림(CR 6937169)
핫플러그 장치를 구성 또는 구성 해제하는 cfgadm(1M) 명령을 완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cfgadm -al 명령이 모든 핫플러그 장치에 대한 연결 지점을 나열
하는 데 5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hotplug(1M) 명령을 사용하여 PCIe 핫플러그 장치를 관리합니다. 

주 – cfgadm -al 대신 hotplug 명령을 사용하는 해결 방법은 PCI 장치에만 적용됩
니다.

● hotplug list -l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핫플러그 PCIe 슬롯의 상태를 나열합니
다. 예:

● hotplug disable 명령을 사용하여 PCIe 카드를 비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PCI-EM3에서 EM 카드를 비활성화하고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지 확인
합니다.

# hotplug list -l | grep PCI-EM
/pci@400/pci@1/pci@0/pci@4 [PCI-EM2] (EMPTY)
/pci@400/pci@2/pci@0/pci@1 [PCI-EM0] (EMPTY)
/pci@400/pci@2/pci@0/pci@2 [PCI-EM1] (EMPTY)
/pci@400/pci@2/pci@0/pci@3 [PCI-EM3] (ENABLED)
/pci@500/pci@1/pci@0/pci@1 [PCI-EM8] (EMPTY)
/pci@500/pci@1/pci@0/pci@2 [PCI-EM10] (ENABLED)
/pci@500/pci@2/pci@0/pci@2 [PCI-EM9] (ENABLED)
/pci@500/pci@2/pci@0/pci@3 [PCI-EM11] (EMPTY)
/pci@600/pci@1/pci@0/pci@4 [PCI-EM4] (EMPTY)
/pci@600/pci@1/pci@0/pci@5 [PCI-EM6] (ENABLED)
/pci@600/pci@2/pci@0/pci@0 [PCI-EM7] (EMPTY)
/pci@600/pci@2/pci@0/pci@5 [PCI-EM5] (EMPTY)
/pci@700/pci@1/pci@0/pci@4 [PCI-EM14] (EMPTY)
/pci@700/pci@2/pci@0/pci@3 [PCI-EM12] (ENABLED)
/pci@700/pci@2/pci@0/pci@4 [PCI-EM13] (EMPTY)
/pci@700/pci@2/pci@0/pci@5 [PCI-EM15] (EMPTY)

# hotplug disable /pci@400/pci@2/pci@0/pci@3 PCI-EM3
# hotplug list -l | grep PCI-EM3
/pci@400/pci@2/pci@0/pci@3 [PCI-EM3] (PO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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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plug poweroff 명령을 사용하여 PCIe 카드의 전원을 끕니다.

예를 들어 PCI-EM3에서 EM 카드의 전원을 끄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제 EM 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hotplug list 명령을 사용하여 카드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

● hotplug poweron 명령을 사용하여 PCIe 카드의 전원을 켭니다.

예를 들어 PCI-EM3에서 EM 카드의 전원을 켜고 POWERED 상태로 이동되었는지 확
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hotplug enable 명령을 사용하여 PCIe 카드를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PCI-EM3에서 EM 카드를 활성화하고 ENABLED 상태로 이동되었는지 확
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주 – hotplug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tplug(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 hotplug poweroff /pci@400/pci@2/pci@0/pci@3 PCI-EM3
# hotplug list -l | grep PCI-EM3
/pci@400/pci@2/pci@0/pci@3 [PCI-EM3] (PRESENT)

# hotplug list -l | grep PCI-EM
...
/pci@400/pci@2/pci@0/pci@3 [PCI-EM3] (EMPTY)
...

# hotplug poweron /pci@400/pci@2/pci@0/pci@3 PCI-EM3
# hotplug list -l | grep PCI-EM3
/pci@400/pci@2/pci@0/pci@3 [PCI-EM3] (POWERED) 

# hotplug enable /pci@400/pci@2/pci@0/pci@3 PCI-EM3
# hotplug list -l | grep PCI-EM3
/pci@400/pci@2/pci@0/pci@3 [PCI-EM3]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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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nxge 경고 메시지(CR 6938085)
서버가 정상 작동 중에 시스템 콘솔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실제 경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가비트 이더넷 드라이버
(nxge) 메시지는 드라이버가 여러 하이퍼바이저 버전에서 작동할 수 있으므로 하이퍼
바이저의 버전 번호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WARNING 메시지 대신 INFO 또
는 NOTICE 메시지로 레이블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해결 방법:

이 메시지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시스템 콘솔에 허위 인터럽트 메시지 표시(CR 6963563)
서버가 정상 작동 중이고 Oracle VTS 시스템 실습기가 실행 중일 때 시스템 콘솔에 다
음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이 메시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prtpicl 명령에서 드라이브 정보를 표시하지 않음(CR 
6963594)

이전 시스템에서 prtpicl -v 명령은 시스템 드라이브의 상태, 위치 및 장치 경로를 
disk_discovery 제목 아래에서 표시했습니다. SPARC T3 시스템에서 prtpicl 명
령은 이 드라이브 정보를 더 이상 표시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OpenBoot probe-scsi-all 명령을 사용합니다. 출력 예는 12페이지의 "Oracle 
Solaris OS에서 논리 장치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이 변경됨"을 참조하십시오.

date time machinename nxge: [ID 752849 kern.warning] WARNING: nxge0 : nxge_hio_init: 
hypervisor services version 2.0

date time hostname px: [ID 781074 kern.warning] WARNING: px0: spurious 
interrupt from ino 0x4
date time hostname px: [ID 548919 kern.info] ehci-0#0
date time hostname px: [ID 100033 kern.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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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럽트가 누락되면 USB 허브 핫플러그 스레드가 중지되
어 프로세스가 중지됨(CR 6968801)
SPARC T3 시리즈 서버에서 Oracle VTS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드문 경우지만 Oracle 
VTS 테스트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프로세스가 중단되면 중단된 프로세스로 
인해 오류 관리 구성 도구(fmadm) 및 인쇄 시스템 구성 명령(prtconf)을 포함한 다른 
프로세스 및 명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지된 프로세스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시스템을 다시 부트합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서비스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십
시오. 프로덕션 환경에서 Oracle VTS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마십시오.

Oracle Solaris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 중 로컬 콘솔 지연이 
길어짐(CR 6971884)
로컬 콘솔 또는 로컬 키보드, 마우스 및 모니터를 사용하여 Solaris OS에서 로그인하거
나 로그아웃할 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최대 3분).

해결 방법: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액세스하고 /etc/logindevperm 구성 파일에서 
USB 콘솔 장치 이름(/dev/usb/*)을 포함하는 줄을 주석 처리합니다.

초기 Oracle Solaris OS 설치 중 허위 오류 메시지 표시
(CR 6971896)

미니루트는 서버를 부트하고 OS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Oracle Solaris OS 소프트
웨어를 포함한 부트 가능한 루트 파일 시스템입니다. 미니루트는 설치 프로세스 중에만 
실행합니다.

# /dev/console    0600 /dev/usb/hid[0-9]+      # hid devices 

should have the same permission with conskbd and consms

# /dev/console    0600 /dev/usb/[0-9a-f]+[.][0-9a-f]+/[0-9]+/* 

driver=scsa2usb,usb_mid,usbprn,ugen     #libusb/ugen de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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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초기 구성에 대해 미니루트를 부트하는 경우 시스템 콘솔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Oracle Solaris OS 미니루트의 Xsun 서버에서 서비스 프로세서의 AST 그
래픽 장치에 대해 지원되는 드라이버를 찾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미니루트가 Xsun 
환경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메시지는 예상된 결과이며 AST 프레임 버퍼(astfb)
는 Xorg 환경에서만 지원됩니다. Xorg 환경은 설치된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
치된 Oracle Solaris OS를 실행할 때 그래픽 장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이 메시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SDIO 정책 위반으로 인해 부트 시 기본 도메인에서 패닉이 
발생함(CR 6983964)
시스템에서 Oracle VM Server for SPARC를 사용하고 정적/직접 입력/출력
(Static/Direct Input/Output, SDIO) 기능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게스트가 하나 이상 있
는 경우 시스템의 전원을 켜면 기본 도메인이 부트되는 동안 기본 도메인에서 패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패닉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Fatal server error:
InitOutput: Error loading module for /dev/fb

giving up.
/usr/openwin/bin/xinit:  Network is unreachable (errno 128):  
unable to connect to X server
/usr/openwin/bin/xinit:  No such process (errno 3):  Server error.

panic[cpu6]/thread=2a101283ca0: Fatal error has occured in: PCIe 
fabric.(0x1)(0x43)

000002a101283700 px:px_err_panic+1ac (702cec00, 7bf57000, 43, 2a1012837b0, 1, 0)
  %l0-3: 0000009980001602 00000000702cf000 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1
  %l4-7: 0000000000000000 00000000018af000 0000000000000001 0000000000000000
000002a101283810 px:px_err_fabric_intr+1c0 (6002c594480, 1, 702cf000, 1, 43, 
200)
  %l0-3: 0000000000000200 0000000000000001 00000000702cf2c0 00000000702cf000
  %l4-7: 00000000702cf2b8 00000000702cf000 0000000000000001 000006002c4d4790
000002a101283980 px:px_msiq_intr+1e8 (6002c447bf0, 30002df1908, 7bf495d0, 0, 1, 
6002c6f01f0)
  %l0-3: 000006002c639220 000006002b561e40 0000030002df1908 0000000000000000
  %l4-7: 0000000000000000 0000000003a60000 000002a101283a80 0000000000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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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기본 도메인이 부트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지만 이미 실행 중인 시스템에서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된 서비스 공급자에게 해결 방법을 요
청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한 CPU가 호스트로 다시 구성된 후 온보드 이
더넷 장치가 연결되지 않음(CR 6984323)
오류가 발생하거나 비활성화된 CPU가 호스트로 다시 구성된 후 서버를 재부트하면 온
보드 기가비트 이더넷 연결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시
스템 콘솔에 표시됩니다.

해결 방법:

서버를 두 번 더 재부트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서비스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
하십시오.

hostconfig 명령이 PRI MD(Physical Resource 
Inventory Machine Descriptor)에서 CPU 일련 번호를 업
데이트하지 않음(CR 6989166)
CPU 스레드에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오류 레코드는 오류의 원인이 수정되었더라도 시
스템 재부트 시 유지됩니다. 이 레코드가 있으면 시스템을 재부트할 때 CPU 스레드가 
오프라인됩니다.

복구:

오류가 발생한 스레드를 명시적으로 활성화합니다.

igb0: DL_ATTACH_REQ failed: DL_SYSERR (errno 22)
igb0: DL_BIND_REQ failed: DL_OUTSTATE
igb0: DL_PHYS_ADDR_REQ failed: DL_OUTSTATE
igb0: DL_UNBIND_REQ failed: DL_OUTSTATE
Failed to plumb IPv4 interface(s): ig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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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Enterprise Manager 프로세스가 중단되어 종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됨(CR 6994300)
Oracle Enterprise Manager Java 프로세스가 서버에서 중단되어 종료할 수 없습니다. 
Enterprise Manager 프로세스가 중단되면 웹 UI 포트에서 계속 수신 대기하여 프로세
스를 종료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문제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와 함께 번
들로 제공되는 Java SE 5.0 버전과 다운로드 가능한 최신 Java SE 6 업데이트 22 버전이 
실행되는 서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시스템을 다시 부트합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서비스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십
시오. 

기가비트 이더넷(nxge) 드라이버가 Oracle Solaris 10 
10/09 OS 및 Solaris 10 9/10 패치 번들이 설치된 시스템에
서 로드되지 않음(CR 6995458)
서버에 Oracle Solaris 10 10/09 OS 및 Solaris 10 9/10 패치 번들을 설치한 경우 10/1 
기가비트 이더넷(nxge) 드라이버가 10GbE 장치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etc/driver_aliases 파일에 다음 줄을 추가합니다.

nxge "SUNW,niusl-kt"

그런 다음 서버를 재부트하고 기가비트 이더넷 장치를 정상적으로 구성합니다.

메모리에서 진단 엔진(eft)이 비활성화됨이라는 복구할 수 
없는 오류가 모듈 메모리 제한 초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
로 보고됨(CR 7000649)
경우에 따라 메모리 오류로 인해 FMA 진단 엔진에서 메모리 오류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내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류는 fmadm faulty 명령 출력이 오류가 있는 구성 요소 목록에 FMD-8000-2K 
오류를 포함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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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CR 70000649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려면 fmdump -eV 명령을 사용하여 "eft’s 
allocation of XX bytes exceeds module memory limit"(여기서 XX는 숫
자임)라는 단어가 포함된 ereport.fm.fmd.module ereport를 찾습니다.

# fmadm faulty
...
--------------- ------------------------------------  -----------------------
TIME            EVENT-ID                              MSG-ID         SEVERITY
--------------- ------------------------------------  -----------------------
Nov 16 12:02:01 865e378b-27a5-ebf7-c550-e34179d57241  FMD-8000-2K    Minor

Host        : xxxxxxx
Platform    : ORCL,SPARC-T3-4   Chassis_id  :
Product_sn  :

Fault class : defect.sunos.fmd.module
Affects     : fmd:///module/eft faulted and taken out of service
FRU         : None
              faulty

Description : A Solaris Fault Manager component has experienced an error that
              required the module to be disabled.  Refer to
              http://sun.com/msg/FMD-8000-2K for more information.

Response    : The module has been disabled.  Events destined for the module
              will be saved for manual diagnosis.

Impact      : Automated diagnosis and response for subsequent events associated
              with this module will not occur.

Action      : Use fmdump -v -u <EVENT-ID> to locate the module.  Use fmadm
              reset <module> to reset th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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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해결 방법:

fmdump -eV 출력에 CR 7000649가 발생한 것으로 표시되면 허가된 서비스 공급자에
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진단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서버 재부트를 예약하여 POST에서 의심되는 DIMM을 찾도
록 합니다.

시스템에서 모든 Solaris 세션을 정지한 후 다음 작업을 완료합니다.

1. 시스템 전원을 끕니다.

# fmdump -eV
...
Nov 16 2010 12:02:01.052061745 ereport.fm.fmd.module
nvlist version: 0
       version = 0x0
       class = ereport.fm.fmd.module
       detector = (embedded nvlist)
       nvlist version: 0
               version = 0x0
               scheme = fmd
               authority = (embedded nvlist)
               nvlist version: 0
                       version = 0x0
                       product-id = ORCL,SPARC-T3-4
                       server-id = xxxxxxxx
               (end authority)

               mod-name = eft
               mod-version = 1.16
       (end detector)

       ena = 0x3ddfe7a2c3f07401
       msg = eft’s allocation of 20 bytes exceeds module memory limit (10485756)
       __ttl = 0x1
       __tod = 0x4ce2e339 0x31a6631

-> stop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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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yswitch_state를 Diag로 설정합니다.

주 – 이 옵션은 이전에 설정된 진단 등록 정보 값을 대체합니다.

3. 서버의 전원을 켭니다.

4.  전원 켜기 시퀀스가 완료된 후 ILOM 오류 관리 쉘을 시작하고 ILOM show 
faulty 명령을 사용하여 오류가 있는 DIMM을 찾습니다.

a. 오류 관리 쉘을 시작합니다.

b. 오류가 있는 구성 요소 목록을 표시합니다.

5. 오류가 있다고 보고된 DIMM을 교체합니다. 오류가 있는 DIMM이 보고되지 않을 
경우 허가된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 show /SYS keyswitch_state
 /SYS
   Properties:
       keyswitch_state = Normal

-> set /SYS keyswitch_state=diag
Set ’keyswitch_state’ to ’diag’
-> show /SYS keyswitch_state
 /SYS
   Properties:
       keyswitch_state = Diag

-> start /SYS
Are you sure you want to start /SYS (y/n)? y
Starting /SYS

-> start /SP/faultmgmt/shell
 Are you sure you want to start /SP/faultmgmt/shell (y/n)? y

faultmgmtsp> fmadm fa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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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문제
이 절에서는 시스템 펌웨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간헐적인 WARNING: ios#, peu# Link Width x8 Link 
Speed GEN1 메시지(CR 6958263)
서버의 전원이 OBP(OpenBoot PROM)로 켜지면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가 시스템 콘
솔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이 메시지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6개 이상의 Sun Storage 6Gb SAS RAID PCIe HBA, 외부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sas2flash 유틸리티가 실패함(CR 
6983246)

6개 이상의 Sun Storage 6Gb SAS RAID PCIe HBA, 외부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LSI Corporation sas2flash 유틸리티가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sas2flash -listall 
명령을 사용하여 HBA를 나열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
니다.

해결 방법:

시스템에 5개 미만의 Sun Storage 6Gb SAS RAID PCIe HBA, 외부를 설치합니다.

PCIe 엔드포인트 장치를 게스트 도메인에 추가하면 하이퍼
바이저가 중단되고 종료될 수 있음(CR 6999227)
게스트 도메인에 PCIe 엔드포인트 장치를 추가한 후 루트 도메인을 재부트하면 Oracle 
VM Server for SPARC 2.0 시스템에서 다음 문제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퍼바이저가 중단되고 종료됨

■ OpenBoot PROM으로 돌아가지 못함

■ Oracle Solaris OS로 돌아가지 못함

WARNING: ios0, peu0 Link Width x8 Link Speed GEN1.

6   SAS2008(??)         ERROR: Failed to Upload Image!
-----------  ---------- ERROR: Failed to Uploa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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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PCIe 장치를 추가한 후 게스트 도메인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만 발생합
니다. 게스트 도메인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전에 구성한 가상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정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려면 입출력 자원을 추가한 후 게스트 도메인을 시작합니다. 이때 도메인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게스트 도메인이 시작된 후 중지합니다.

HOST_COOLDOWN 정책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stop /SYS
를 수행하면 심각한 전압 오류가 발생함
다음 ILOM 명령에 의해 표시된 것처럼 HOST_COOLDOWN 정책은 SP 정책 목록에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enabled로 변경하면 시스템 전원을 끌 때 fault.chassis.voltage.fail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오류가 발생하면 해결될 때까지 시스템의 전원을 다시 켤 수 없
습니다.

-> ls /SP/policy

 /SP/policy
    Targets:

    Properties:
        HOST_AUTO_POWER_ON = disabled
        HOST_COOLDOWN = disabled
        HOST_LAST_POWER_STATE = disabled
        HOST_POWER_ON_DELAY = disabled
        PARALLEL_BOOT = enabled

    Commands:
        cd
        set
        show
28 SPARC T3-4 서버제품 안내서 • 2010년 12월



이 오류는 ILOM 명령줄 인터페이스의 이벤트 목록에 있습니다. 예:

해결 방법:

1. HOST_COOLDOWN 정책을 비활성화합니다. 

2. 오류를 해결합니다.

3.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 show /SP/logs/event/list

24756  Wed Nov 24 11:23:36 2010  Fault     Fault     critical
       Fault detected at time = Wed Nov 24 11:23:36 2010. The suspect component:
        /SYS/MB has fault.chassis.voltage.fail with probability=100. Refer to ht
       tp://www.sun.com/msg/SPT-8000-DH for details.
24755  Wed Nov 24 11:23:36 2010  System    Log       minor
       Host: Solaris powering down
24754  Wed Nov 24 11:23:24 2010  System    Log       minor
       Host: Host stopped

-> set /SP/policy HOST_COOLDOWN=disabled
Set ’HOST_COOLDOWN’ to ’disabled’

-> set /SYS/MB clear_fault_action=true
Are you sure you want to clear /SYS/MB (y/n)? y
Set ’clear_fault_action’ to ’true’

-> start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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