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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 사용

이 절에서는 Sun Server X4 시리즈 모델 이름 지정 규약에 대해 설명하며 그 밖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Sun X4- 시리즈 모델 이름” [11]

■ “설명서 및 피드백” [11]

■ “지원 및 교육” [12]

■ “기여자” [13]

■ “변경 내역” [13]

Sun X4- 시리즈 모델 이름

플랫폼 이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X는 x86 제품을 의미합니다.

■ 첫번째 숫자 4는 서버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 두번째 숫자는 프로세서 수를 의미합니다.

■ 문자가 있을 경우 L은 대형 시스템을 의미하고 B는 블레이드를 의미합니다.

설명서 및 피드백

설명서 링크

모든 Oracle 제품 http://www.oracle.com/documentation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http://www.oracle.com/goto/ILOM/docs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이 설명서에 대한 피드백은 http://www.oracle.com/goto/docfeedback으로 보내주십시오.

http://www.oracle.com/documentation
http://www.oracle.com/goto/ILOM/docs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http://www.oracle.com/goto/doc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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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지원 액세스

Oracle 고객은 My Oracle Support를 통해 온라인 지원 센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를 참조하거
나,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를
방문하십시오.

지원 및 교육

다음 웹 사이트에서 추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http://support.oracle.com

■ 교육: http://education.oracle.com

이 문서에 사용된 아이콘

이 문서에서는 아이콘을 사용해서 각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식별합니다. 다음 표는 아이콘
과 아이콘이 나타내는 도구를 보여줍니다.

아이콘 도구

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ILOM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BIOS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
http://support.oracle.com
http://education.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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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

주요 작성자: Michael Bechler, Cheryl Smith

기여자: Ray Angelo, Cynthia Chin-Lee, Lisa Kuder, Mary Martyak

변경 내역

이 설명서의 릴리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9월 최초 발행입니다.

■ 2013년 12월. Oracle System Assistant 1.2에 대한 업데이트.

■ 2014년 4월. 추가 업데이트 및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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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설명서 정보

이 설명서에서는 단일 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는 사용되는 도
구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도구를 사용하여 관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구에 대한 정보. “시스템 관리 도구” [15]를 참조하십시오.

■ 도구를 사용하여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절차. “시스템 관리 작업” [16]을 참조하십시
오.

시스템 관리 도구

다음 표에서는 단일 시스템 관리 도구를 나열하고 이를 설명하는 절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
다.

도구 아이콘 개요 액세스 지침

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System Assistant 개
요” [22]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

Oracle ILOM(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개요” [25]

“Oracle ILOM 액세스” [37]

Oracle HMP(Hardware
Management Pack)

“Oracle HMP(Hardware
Management Pack) 개
요” [29]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액세
스” [46]

BIOS Setup Utility “BIOS Setup Utility 개
요” [30]

“BIOS Setup Utility 액세
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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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시스템 관리 도구” [19]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ystem Assistant에 대한 추가 정보는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및 Oracle
System Assistant 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 작업

다음 표에서는 일반적인 관리 기능을 나열하고 각 기능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
니다.

기능 작업

전원 제어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서버 전원 켜기 [50].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서버 전원 끄기 [50].

서버 전원 켜기 및 끄기(Oracle ILOM) [51].

“시스템 전체 전원 관리 설정 지정(Oracle ILOM)” [99].

“부트 시 호스트 전원에 대한 SP 정책 설정(Oracle ILOM)” [106].

부트 설정 구성 부트 순서 수정(BIOS) [53].

다음 부트 장치 설정(Oracle ILOM) [54].

UEFI 또는 Legacy 부트 모드(BIOS) 선택 [188].

OS 설치
참고 - 이러한 작업을 순서대
로 수행하려면 HTML에서 첫
번째 작업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해서 새 창으로
엽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으
면 창을 닫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다음 작업을 선택합
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
까지 계속합니다.

업데이트를 위해 Oracle System Assistant를 준비합니다.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157].

■ Oracle System Assistant 업데이트를 사용으로 설정하도록 MOS 구성 [160].

플랫폼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및 펌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 및 설치

■ 플랫폼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및 펌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Oracle System Assistant) [194].

■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System Assistant) [197].

RAID를 구성합니다.

■ “RAID 구성 옵션” [57].

운영 체제를 설치합니다.

■ 운영 체제 설치(Oracle System Assistant) [112].

모니터 및 문제 해결 미결 문제 확인 및 해결(Oracle ILOM) [120].

이벤트 로그 항목 보기(Oracle ILOM) [121].

미결 문제 모니터링(Oracle HMP) [122].

POST에서 오류 메시지 확인 및 해결 [122].

서버 정보 및 인벤토리 확인(Oracle System Assistant)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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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작업

서버 또는 블레이드 시스템 정보 및 인벤토리 확인(Oracle ILOM) [119].

“서버 정보 및 인벤토리 확인” [117].

“미결 문제 모니터링 및 해결” [120].

“진단 개요” [123].

업데이트 및 백업 업데이트

■ “업데이트 및 도구 개요” [191].

■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System Assistant)” [193].

■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ILOM)” [200].

■ “업데이트를 위해 Oracle System Assistant 준비” [157].

■ “MOS 또는 PMR에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얻기” [202].

BIOS 백업 및 복원

■ 현재 BIOS 펌웨어 구성 백업(Oracle ILOM) [125].

■ 백업한 BIOS 구성 복원 또는 출하 시 기본값으로 BIOS 재설정(Oracle ILOM) [126].

■ 호스트 BIOS 펌웨어 구성 동기화(Oracle ILOM) [127].

Oracle ILOM 백업 및 복원

■ 현재 Oracle ILOM 펌웨어 구성 백업(Oracle ILOM) [129].

■ 백업한 Oracle ILOM 구성 복원 또는 출하 시 기본값으로 구성 재설정(Oracle ILOM) [130].

■ 다른 Oracle 시스템에서 Oracle ILOM 펌웨어 구성 복제(Oracle ILOM) [132].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한 초기 시스템 설정

참고 - 이러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표시되는 순서로 수행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씩 Shift 키와
함께 누른 후 완료되면 여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Oracle System Assistant) [78].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157].

■ SP 네트워크 설정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81].

■ Oracle ILOM 사용자 계정 추가, 수정 또는 삭제(Oracle System Assistant) [87].

■ SP 시계 등록 정보 설정(Oracle System Assistant) [90].

■ SP DNS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93].

■ 구성 관리(Oracle System Assistant) [95]. 선택한 Oracle ILOM 설정이 출하 시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 Oracle HMP 다운로드(Oracle System Assistant) [96].

■ TPM 등록 정보 구성(BIOS) [97].

RAID 설정 RAID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58]

RAID 구성(Oracle HMP) [61].

RAID 구성(BIOS) [62].

iSCSI Legacy 부트 모드에서 iSCSI 가상 드라이브 등록 정보 수정(BIOS) [63].

UEFI 부트 모드에서 iSCSI 가상 드라이브 등록 정보 수정(BIOS) [69].

BIOS Setup Utility “BIOS Setup Utility 개요” [30].

BIOS Setup Utility 메뉴 액세스 [180].

“Legacy 및 UEFI 부트 모드”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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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작업

UEFI 또는 Legacy 부트 모드(BIOS) 선택 [188].

BIOS Setup Utility 종료 [182].

BIOS Setup Utility 메뉴 탐색 [183].

UEFI 지연 동기화 설정 [186].

“BIOS 펌웨어 구성 백업, 복원 또는 복제(Oracle ILOM)” [125].

BIOS 설정 백업, 복원 및 되돌리기(Oracle System Assistant 1.1) [133].

Oracle ILOM 사용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개요” [25] 소개.

Oracle ILOM 액세스

■ Oracle ILOM에 대한 최초 관리 연결 설정 [38].

■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

■ “KVMS에 대한 Oracle ILOM 원격 재지정 세션 실행” [40].

Oracle ILOM 백업

■ “Oracle ILOM 펌웨어 구성 백업, 복원 또는 복제” [128].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사용

“Oracle HMP(Hardware Management Pack) 개요” [29] 소개.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액세스” [46].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및 관리

“Oracle System Assistant 개요” [22] 소개.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

■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141].

■ 도움말 및 ReadMe 파일 보기 [145].

■ 플랫폼 설명서 보기 [146].

■ Oracle System Assistant 내용 찾아보기 [148].

■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의 파일 액세스” [147].

■ “하드웨어 구성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Oracle System Assistant 1.2)” [153].

Oracle System Assistant 관리.

■ “업데이트를 위해 Oracle System Assistant 준비” [157].

■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및 사용 안함으로 설정” [163].

■ Oracle System Assistant 키보드 언어 설정 [166].

■ 사용 로그 내보내기(Oracle System Assistant 1.2) [167].

Oracle System Assistant 문제 해결 및 확인 [170].

Oracle System Assistant 문제 해결 및 복원

■ Oracle System Assistant 문제 해결 및 확인 [170].

■ Oracle System Assistant 매체 무결성 검사 [172].

■ Oracle System Assistant 소프트웨어 복원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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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도구 개요

이 절에서는 Oracle 서버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설명과 최상의 도구를 선택하
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설명 링크

여러 서버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개요 “여러 시스템 관리 도구” [19]

각 단일 시스템 관리 도구의 장점에 대한 비교 “단일 시스템 관리 도구 개요” [20]

단일 시스템 관리 도구 개요 “Oracle System Assistant 개요” [22]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개
요” [25]

“Oracle HMP(Hardware Management Pack) 개
요” [29]

“BIOS Setup Utility 개요” [30]

시스템 관리 설명서 위치 “제품 설명서” [31]

여러 시스템 관리 도구

여러 시스템에 대해 동시에 시스템 관리 기능을 수행하려면 Oracle Enterprise Manager
Ops Center를 사용해 보십시오. Oracle Enterprise Manager Ops Center는 서버에 서
버 지원 계약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Oracle에서 Oracle Enterprise Manager Ops
Center 소프트웨어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Enterprise Manager Ops Center는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에 대해 확장성이 높
은 통합 관리 플랫폼입니다. Oracle Enterprise Manager Ops Center를 사용하여 전역 데
이터 센터에 배포된 다중 플랫폼 x86 및 SPARC 시스템을 관리하고 Oracle 시스템을 기존
도구 세트와 통합합니다. Oracle Enterprise Manager Ops Center는 규정 준수 보고(ITIL)
및 데이터 센터 자동화의 많은 부분을 지원하므로 이를 통해 수천 대의 시스템을 동시에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치에서 Oracle Enterprise Manager Ops Center 제품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http:
//www.oracle.com/technetwork/oem/ops-center/index.html

관련 정보

http://www.oracle.com/technetwork/oem/ops-center/index.html
http://www.oracle.com/technetwork/oem/ops-cente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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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시스템 관리 도구 개요” [20]

단일 시스템 관리 도구 개요

이 절에서는 단일 시스템 관리에 사용되는 도구에 대해 설명하고 각 도구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안내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Oracle SSM(단일 시스템 관리) 도구를 나열하고 설명합니다.

다중 시스템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시스템 관리 도구” [19]를 참조하십시오.

SSM 도구 아이콘 유형 및 환경 기능 링크

Oracle
System
Assistant

유틸리티가 호스트에서 부트됩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파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호스트 운영 체
제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일을 포함합니
다.

서버에서 USB 드라이브에 내장됩니다. 설
치가 필요 없습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제를 설
치하고 로컬 또는 원격으
로 서버 하드웨어를 구성
하고 업데이트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개
요” [22]

Oracle ILOM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OS가 부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호스
트와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웹 인터페이스와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를 제공합니다.

사전 설치되는 SP(서비스 프로세서) 유틸
리티입니다. 일부 초기 구성이 필요합니
다.

서버 구성 요소를 로컬
또는 원격으로 구성 및
관리합니다. 전용 네트워
크 포트, 사이드밴드 포
트 또는 로컬 직렬 포트
에 연결합니다.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개
요” [25]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호스트 OS 명령줄에서 실행됩니다.

운영 체제 레벨에서 작동하며 여러 시스템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및 에이전트를
제공합니다.

추가 기능 소프트웨어 팩입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에서 받거나 http:
//www.oracle.com/goto/system-

management에서 다운로드합니다.

SNMP를 사용하여 원격
으로 또는 명령줄 인터페
이스 도구를 사용하여 로
컬로 호스트 운영 체제를
통해 하드웨어를 모니터
링합니다.

“Oracle
HMP(Hardware
Management
Pack) 개
요” [29]

BIOS Setup
Utility

시스템을 부트하고 부트 프로세스를 중단
하여 액세스합니다.

간단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합니다.

시스템 기능의 하드웨어
레벨 관리를 제공합니다.

“BIOS
Setup
Utility 개
요” [30]

각 시스템 관리 도구에는 고유한 기능이 포함되지만 일부 기능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각 도구
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더욱 종합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 도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
다.

http://www.oracle.com/goto/system-management
http://www.oracle.com/goto/system-management
http://www.oracle.com/goto/system-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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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일반적인 시스템 관리 작업과 각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나와 있습
니다.

작업 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ILOM Oracle HMP 관련 설명서

소프트웨어 및 펌웨
어를 설정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
어 및 펌웨어 업데이
트(Oracle System
Assistant)” [193]

“서버 또는 블레
이드 섀시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ILOM)” [200]

“SP 및 BIOS 펌웨
어와 HBA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HMP)” [201]

해당 사항 없음

전원 켜기 및 냉각
정책을 설정합니다.

해당 사항 없음 시스템 및 관리 전
원 정책 설정(Oracle
ILOM)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BIOS 또는 Oracle
ILOM 펌웨어를 업
데이트합니다.

Update Firmware CLI: load 명령

웹 인터페이스:
Oracle ILOM
Administration >
Maintenance >
Firmware Upgrade

fwupdate 해당 사항 없음

HBA 및 확장기 펌웨
어를 업데이트합니
다.

Update Firmware 해당 사항 없음 fwupdate 해당 사항 없음

사전 설치된 운영 체
제를 구성합니다.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서버 설치 설명서

Linux 운영 체제를
설치합니다.

Install Operating
System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서버의 Linux
운영 체제용 설치 설
명서

Windows 운영 체
제를 설치합니다.

Install Operating
System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서버의
Windows 운영 체
제용 설치 설명서

Oracle VM 소프트
웨어를 설치합니다.

Install Operating
System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서버의 Oracle
VM Server용 설치
설명서

Oracle Solaris 운영
체제를 설치합니다.

Install Operating
System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Oracle Solaris OS
용 서버 설치 설명서

ESXi VMware를 설
치합니다.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서버의 ESX
Software용 설치 설
명서

서버 SP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System Overview CLI: show /SP/
network

웹 인터페이
스: System
Information >
Summary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호스트 MAC 주소를
표시합니다.

System Overview CLI: show /System

웹 인터페이
스: System
Information >
Summary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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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ILOM Oracle HMP 관련 설명서

Oracle ILOM 네트
워크 설정을 수정합
니다.

Configure
Hardware >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CLI: set /SP/
network

웹 인터페
이스: ILOM
Administration >
Network Settings

ilomconfig 해당 사항 없음

RAID를 구성합니다. Configure
Hardware > RAID
Configuration

해당 사항 없음 raidconfig “RAID 구성 옵
션” [57]

원격으로 서버 전원
을 켭니다.

해당 사항 없음 CLI: start /System

웹 인터페이
스: System
Information >
Summary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원격으로 서버 전원
을 끕니다.

해당 사항 없음 CLI: stop /System

웹 인터페이
스: System
Information >
Summary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SP를 기본값으로 재
설정합니다.

Configure
Hardware >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CLI: set /SP
reset_to_defaults=all

웹 인터페
이스: ILOM
Administration
> Configuration
Management >
Reset Defaults

ilomconfig 해당 사항 없음

하드웨어 구성 요소
를 모니터링합니다.

해당 사항 없음 CLI: show /SYSTEM/
Open_Problems

웹 인터페이
스: System
Information

hwmgmtcli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정보

■ 시스템 관리 도구 액세스

Oracle System Assistant 개요

Oracle System Assistant는 Oracle의 Sun 서버를 위한 시작 및 유지 관리 도구로서,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성, 업그레이드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부트 가능한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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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파일 브라우저로 액세스할 수 있는 도구, 파일, 펌웨어 및 설명서

BIOS,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 또는 Oracle ILOM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Oracle System Assistant 유틸리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ystem Assistant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운영 체제를 설치하고 최신 드라이버와 지원되는 도구로 업데이트합니다.

■ Oracle에서 사용 가능한 최신 BIOS, Oracle ILOM, 지원되는 운영 체제, 펌웨어, 도구 및
드라이버를 가져옵니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 시스템 BIOS, Oracle ILOM 및 선택적 보조 카드 및 기타 시스템 하드웨어용 Oracle 인
증 장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합니다.

■ Oracle ILOM SP(서비스 프로세서) 및 BIOS를 구성합니다.

■ 시스템 개요 및 서버 하드웨어 인벤토리 정보를 표시합니다.

■ 통합 LSI 디스크 컨트롤러가 포함된 서버에 대해 RAID 0, RAID 1, RAID 5 또는 RAID
10을 구성합니다.

■ 런타임 환경 사용을 허용하는 Oracle System Assistant(Linux) 셸 터미널 창에 액세스합
니다.

■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명령에 액세스합니다(Oracle System Assistant
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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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별 설명서에 액세스합니다.

■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는 시스템에 내장된 USB 저장 장치에 제공됩니다. 운영 체제 설치
매체를 제외하고 지원되는 운영 체제와 함께 서버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이 Oracle
System Assistan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구성 요소는 네트워크를 통해 업데이트됩니다. 내장형 저장소 드
라이브는 서버별 Oracle System Assistant 버전으로 미리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모
든 구성 요소에 대해 온라인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My
Oracle Support 웹 사이트에서 UPDATER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은 지속적으로 제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에 대
한 의견은 server-sysmgmt-feedback_ww_grp@oracle.com으로 보내주십시오.

관련 정보

■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 Oracle System Assistant 관리

Oracle System Assistant 개정

이 설명서에는 다음 두 가지 버전의 Oracle System Assistant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 Sun Server X4-2 및 이전 시스템에는 Oracle System Assistant 릴리스 1.1이 사용됩니
다.

■ Sun Server X4-4 이상 시스템에는 Oracle System Assistant 1.2가 사용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1.2는 Oracle System Assistant 1.1에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지
원하며 일부 새로운 기능을 포함합니다. 새 기능은 해당 설명에 Oracle System Assistant
1.2에서만 제공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1.2의 새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컬 매체에서 릴리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 RAID 5를 지원합니다.

■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해서 여러 버전의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가져올 수 있습
니다.

■ DHCP 갱신 기능이 있습니다.

■ 네트워크 서버에 있는 매체에서 Linux O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로그를 외부 매체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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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개요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은 내장된 시스템 관리 펌웨어로서 AC 전
원이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에 적용된 후에 작동합니다.

시스템이 대기 또는 전체 전원 모드일 때 지원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Oracle ILOM에
로컬 또는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Oracle ILOM은 시스템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표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간단
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설명

시스템 건전성 상태 시스템의 전체 건전성 상태와 총 문제 수를 확인하거나 하위 구성 요소 건전성 세부 정보로 드릴다운
합니다.

하드웨어 인벤토리 및 상태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와 연관된 하드웨어를 대략적으로 파악합니다. 모델 번호, 부품 번호, 펌웨어
버전, 기본 운영 체제, 네트워크 주소 등 시스템 세부 정보를 수집합니다.

전력 소비 관리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의 전력 소비를 모니터링합니다. 전력 소비 정책을 구성하여 시스템 전력 사
용 제어를 돕도록 선택합니다.

결함 관리 및 경보 알림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에서 이를 식별합니다. 로그 파일에서 캡처한 이벤트 메시지를 확인
하거나 지식 문서를 찾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경보를 보내도록 전자 메일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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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호스트 서버 관리 작업 다음 유형의 작업을 수행하여 서버를 관리합니다.

■ 다음 부트 장치를 선택합니다.

■ 호스트 전원 상태를 관리합니다.

■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합니다.

■ 서버 식별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 진단을 구성합니다.

■ BIOS 및 SP(서비스 프로세서) 구성의 백업 복사본을 만듭니다.

■ 백업된 구성 등록 정보를 복원합니다.

호스트 서버 재지정을 위한
KVMS 콘솔

Oracle ILOM Remote Console(또는 Oracle ILOM Remote Console Plus)을 실행하여 호스트 서
버 운영 체제 데스크탑 및 주변 장치(키보드, 비디오, 마우스 및 저장 장치(KVMS))에 대한 전체 제어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 직렬 콘솔을 통해 호스트 서버에 대한 명령줄 액세스 권한을 얻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BIOS 및 Oracle ILOM에 사용할 수 있는 최신 펌웨어 이미지로 업데이트하여 버그 수정 프로
그램과 향상된 기능을 활용하고 시스템의 전체적인 품질과 보안을 개선합니다.

랙장착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서버 모듈에 대해 SP(서비스 프로세서) 및 BIOS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하거나 블레이드 섀시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업그레이드 가능 장치에 대해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
행하도록 선택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SNMP 인터페이스 또는 IPMI 인터페이스 중 지원
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P 및 CMM에 대해 미리 구성
된 관리 기본값

Oracle ILOM은 SP(서비스 프로세서) 및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기본 등록 정보로 미리 구성되
어 제공됩니다. Oracle ILOM에 제공된 기본 등록 정보를 사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데이터 센터 배포
요구 사항에 맞게 이 등록 정보를 변경합니다.

네트워크 관리 연결 선택 시스템을 처음으로 설정할 때 다음의 지원되는 방법 중 하나를 통해 Oracle ILOM에 대한 물리적 네트
워크 관리 연결을 설정하도록 선택합니다.

■ 전용 네트워크 관리 포트(NET MGT) - 물리적으로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에 위치

■ 공유 네트워크 관리 포트(NET) - 물리적으로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에 위치

■ 로컬 직렬 관리 포트(SER MGT) - 물리적으로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에 위치

■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와 호스트 운영 체제 클라이언트 사이의 내부 전용 USB/LAN 관리 링크

역할 기반 사용자 관리 계정 역할 기반 사용자 계정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Oracle ILOM 기능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부
여합니다.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 또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서 최대 10개까지 로컬 계정
을 만들고 저장하도록 선택합니다. 또는 중앙화된 인증 서비스를 구성하여 추가 사용자 계정을 허용하
도록 선택합니다.

CLI(명령줄 인터페이스)에 대
한 내장 도움말 및 웹 인터페이
스에 대한 페이지 레벨 도움말
(Oracle ILOM 3.2.1 이상만
해당)

명령 및 대다수 등록 정보에 대한 내장 CLI 도움말에 액세스하거나 각 Oracle ILOM 웹 페이지와 연관
된 도움말 페이지에 액세스하여 Oracle ILOM 기능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구합니다.

show /help <target> 명령을 실행하여 내장된 CLI 도움말을 확인합니다. 또는 각 웹 페이지에 있는
More details 링크를 눌러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에서 웹 기반 도움말에 액세스합니
다.

표준 기능

■ 시스템 건전성 상태

시스템의 전체 건전성 상태와 총 문제 수를 확인하거나 하위 구성 요소 건전성 세부 정보
로 드릴다운합니다.

■ 하드웨어 인벤토리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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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와 연관된 하드웨어를 대략적으로 파악합니다. 모델 번호, 부품
번호, 펌웨어 버전, 기본 운영 체제, 네트워크 주소 등 시스템 세부 정보를 수집합니다.

■ 전력 소비 관리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의 전력 소비를 모니터링합니다. 전력 소비 정책을 구성하여 시
스템 전력 사용 제어를 돕도록 선택합니다.

■ 결함 관리 및 경보 알림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에서 이를 식별합니다. 로그 파일에서 캡처한 이벤트 메
시지를 확인하거나 지식 문서를 찾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경보
를 보내도록 전자 메일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호스트 서버 관리 작업

다음 부트 장치를 선택하고, 호스트 전원 상태를 관리하고, OSA(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하고, 진단을 구성하고, 서버 식별 레이블을 지정하고, BIOS 및 SP(서
비스 프로세서) 구성 등록 정보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고, 필요할 경우 백업된 구성 등록
정보를 복원합니다.

■ 호스트 서버 재지정을 위한 KVMS 콘솔

Oracle ILOM Remote Console(또는 Oracle ILOM Remote Console Plus)을 실행하
여 호스트 서버 운영 체제 데스크탑 및 주변 장치(키보드, 비디오, 마우스 및 저장 장치
(KVMS))에 대한 전체 제어 권한을 얻거나 텍스트 기반 직렬 콘솔을 통해 호스트 서버에
대한 명령줄 액세스 권한을 얻습니다.

■ 펌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BIOS 및 Oracle ILOM에 사용할 수 있는 최신 펌웨어 이미지로 업데이트하여 버
그 수정 프로그램과 향상된 기능을 활용하고 시스템의 전체적인 품질과 보안을 개선합니
다.

랙장착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서버 모듈에 대해 SP(서비스 프로세서) 및 BIOS 펌웨어를 업
데이트하도록 선택하거나 블레이드 섀시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업그레이드 가능 장치에
대해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도록 선택합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SNMP 인터페이스 또는 IPMI 인터페
이스 중 지원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
습니다.

■ SP 및 CMM에 대해 미리 구성된 관리 기본값

Oracle ILOM은 SP(서비스 프로세서) 및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기본 관리 등록
정보로 미리 구성되어 제공됩니다. Oracle ILOM에 제공된 기본 등록 정보를 사용하거
나, 필요할 경우 데이터 센터 배포 요구 사항에 맞게 이 등록 정보를 변경합니다.

■ 네트워크 관리 연결 선택

시스템을 처음으로 설정할 때 다음의 지원되는 방법 중 하나를 통해 Oracle ILOM에 대한
물리적 네트워크 관리 연결을 설정하도록 선택합니다.

■ 전용 네트워크 관리 포트(NET MGT) - 물리적으로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에 위치

■ 공유 네트워크 관리 포트(NET) - 물리적으로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에 위치

■ 로컬 직렬 관리 포트(SER MGT) - 물리적으로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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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와 호스트 운영 체제 클라이언트 사이의 내부 전용 USB/
LAN 관리 링크

■ 역할 기반 사용자 관리 계정

역할 기반 사용자 계정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Oracle ILOM 기능에 대한 사용자 액세
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 또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서
최대 10개까지 로컬 계정을 만들고 저장하도록 선택합니다. 또는 중앙화된 인증 서비스
를 구성하여 추가 사용자 계정을 허용하도록 선택합니다.

■ CLI(명령줄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장 도움말 및 웹 인터페이스에 대한 페이지 레벨 도움
말

명령 및 대다수 등록 정보에 대한 내장 CLI 도움말에 액세스하거나 각 Oracle ILOM 웹
페이지와 연관된 도움말 페이지에 액세스하여 Oracle ILOM 기능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구합니다.

show /help <target> 명령을 실행하여 내장된 CLI 도움말을 확인합니다. 또는 각 웹 페이
지에 있는 More details 링크를 눌러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에서 웹 기
반 도움말에 액세스합니다.

이 설명서에 정의된 Oracle ILOM 작업

이 설명서는 Oracle ILOM 작업의 하위 세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다
음이 포함됩니다.

■ Oracle ILOM에 대한 최초 관리 연결 설정 [38]

■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

■ “KVMS에 대한 Oracle ILOM 원격 재지정 세션 실행” [40]

■ 서버 전원 켜기 및 끄기(Oracle ILOM) [51]

■ 다음 부트 장치 설정(Oracle ILOM) [54]

■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Oracle ILOM) [79]

■ SP 시계 등록 정보 설정(Oracle ILOM) [92]

■ SP 또는 CMM 네트워크 설정 구성(Oracle ILOM) [83]

■ SP 또는 CMM에 대한 로컬 사용자 계정 추가(Oracle ILOM) [89]

■ “시스템 전체 전원 관리 설정 지정(Oracle ILOM)” [99]

■ 서버 또는 블레이드 시스템 정보 및 인벤토리 확인(Oracle ILOM) [119]

■ 미결 문제 확인 및 해결(Oracle ILOM) [120]

■ 이벤트 로그 항목 보기(Oracle ILOM) [121]

■ “BIOS 펌웨어 구성 백업, 복원 또는 복제(Oracle ILOM)” [125]

■ 현재 BIOS 펌웨어 구성 백업(Oracle ILOM) [125]

■ 백업한 BIOS 구성 복원 또는 출하 시 기본값으로 BIOS 재설정(Oracle ILOM) [126]

■ 호스트 BIOS 펌웨어 구성 동기화(Oracle ILOM) [127]

■ 백업한 BIOS 구성 복원 또는 출하 시 기본값으로 BIOS 재설정(Oracle ILOM) [126]



Oracle HMP(Hardware Management Pack) 개요

시스템 관리 도구 개요 29

■ 백업한 Oracle ILOM 구성 복원 또는 출하 시 기본값으로 구성 재설정(Oracle
ILOM) [130]

모든 Oracle ILOM 작업에 대한 전체 지침은 다음 위치의 Oracle ILOM 설명서 라이브러리
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goto/ILOM/docs

Oracle HMP(Hardware Management Pack) 개요

Oracle HMP(Hardware Management Pack)는 서버 관리를 위한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도구 모음과 SNMP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제공합니다.

■ Oracle Server CLI 도구를 사용하여 Oracle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LI 도구는 대부
분의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서 작동합니다. 서버가 같은 유형일 경우 여러 서버를 지원하
도록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Hardware Management Agent SNMP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SNMP를 통해 단일 호스
트 IP 주소를 사용하여 운영 체제에서 Oracle 서버 및 서버 모듈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두 관리 지점(Oracle ILOM 및 호스트)에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Hardware Management Agent는 Oracle ILOM과 서로 정보를 인출하고 푸시합니다.
SNMP 플러그인은 업계 표준 SNMP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itpconfig를 사용하면 SNMP 트랩을 호스트에 전달하도록 Oracle ILOM을 구성할 수 있
습니다.

다음 링크는 지원되는 시스템 및 도구 목록을 제공합니다.

http://www.oracle.com/technetwork/server-storage/servermgmt/tech/hardware-

management-pack/support-matrix-423358.html

관련 정보

■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설명서 라이브러리: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 Oracle Enterprise Manager 설명서:

http://docs.oracle.com/cd/E27363_01/index.htm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유틸리티

다음 표에서는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유틸리티를 나열하고 설명합니다.

참고 -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에는 추가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
보는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goto/ILOM/docs
http://www.oracle.com/technetwork/server-storage/servermgmt/tech/hardware-management-pack/support-matrix-423358.html
http://www.oracle.com/technetwork/server-storage/servermgmt/tech/hardware-management-pack/support-matrix-423358.html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http://docs.oracle.com/cd/E27363_01/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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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CLI 도구

BIOS 설정 및 일부 서비스 프로세서 설정을 보존합니다. ubiosconfig

Oracle ILOM 및 BIOS를 업데이트합니다. 지원되는 SAS 저장 장치, 내장 SAS 저장소
컨트롤러, SAS 저장소 확장기, 저장소 드라이브, InfiniBand 컨트롤러 및 광 섬유 채널
컨트롤러의 펌웨어 버전을 쿼리, 업데이트 및 검증합니다.

fwupdate

RAID 컨트롤러에 연결된 저장소 드라이브의 RAID 볼륨을 보거나 만듭니다. raidconfig

Oracle ILOM 구성 설정을 복원하고, 설정하고, 보고 네트워크 관리, 시계 구성 및 사용
자 관리와 관련된 Oracle ILOM 등록 정보를 보고 설정합니다.

ilomconfig

시스템 건전성을 모니터링합니다. hwtmgmtcli

필요한 드라이버를 로드한 후 Oracle HMP를 사용하여 SDR(센서 데이터 저장소) 데이
터를 읽고 서버에 대한 그 밖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LAN 구성 매개변수를 가져
와 설정하고 섀시 전원 제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ipmitool

시스템 이벤트 로그에서 서버 표시기 및 센서 값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위치 표시기를
설정합니다.

snmpwalk

SNMP 트랩을 호스트에 전달하도록 Oracle ILOM을 구성합니다. itpconfig

BIOS Setup Utility 개요

BIOS Setup Utility를 사용하면 부트 목록 보기, UEFI(Unified Extensible Firmware
Interface) 또는 Legacy 부트 모드 선택 등의 시스템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액
세스하려면 시스템이 부트되는 동안 F2 키를 눌러서 부트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BIOS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 BIOS Setup Utility에 액세스하려면 “BIOS Setup Utility 액세스” [47]를 참조하십시
오.

■ BIOS Setup Utilit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IOS 설정 및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제품 설명서

시스템 관리 도구 개요 31

UEFI 및 Legacy BIOS 부트 모드

Legacy BIOS가 가진 여러 가지 제한을 극복한 UEFI BIOS가 시스템에 제공됩니다. 그러나
UEFI BIOS로 부트할 수 없는 운영 체제도 있으므로 UEFI BIOS는 Legacy 부트 모드 선택 기
능을 제공합니다.

기본값은 Legacy 부트 모드입니다. UEFI 부트 모드를 지원하는 운영 체제 목록은 서버 제
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UEFI 및 Legacy 부트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egacy 및
UEFI 부트 모드” [186]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설명서

웹 및 Oracle System Assistant에서 제품 설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제품 설명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technology/documentation/index.html

제품을 찾을 때까지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 Oracle System Assistant에는 플랫폼 설명서 보기 [146]에서 설명한 대로 Oracle
System Assistant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 설명서 모음이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technology/documentatio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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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도구 액세스

이 절에서는 다음 시스템 관리 도구 액세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이 포함됩니다.

■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

■ “Oracle ILOM 액세스” [37]

■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액세스” [46]

■ “BIOS Setup Utility 액세스” [47]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새로운 시스템의 작동을 준비하고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와 같은 유지 관리 작업
을 수행하려면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십시오.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려면 시스템을 Oracle System Assistant로 재부트해야
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액세스 방법 링크

시작 시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시작 시 Oracle System Assistant 실행 [34]

Oracle ILOM을 사용하여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실행(Oracle
ILOM) [35]

Oracle System Assistant는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되지만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또는 사용 안함(BIOS) [164]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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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시 Oracle System Assistant 실행

시스템을 부트하는 동안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또는 사용 안함(BIOS) [164].

1. 서버가 대기 모드 또는 전체 전원 모드인지 확인합니다.

2.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가 서버에 로컬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원격 KVM 세션을 통해 연
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격 시스템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42]을 참조하십시오.

3. 서버를 부트합니다.

모니터에 부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F9 기능 키를 누릅니다.

직렬 키보드에서는 CTRL-O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정보 - Oracle ILOM Remote Console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된 경우 F9 키를 여러 번
누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연으로 인해 서버가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Selected] 텍스트를 포함하여 체크포인트 메시지가 나타납니
다.

Software License Agreement (SLA)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SLA 대화 상자에서 Accept를
눌러 계속합니다.

System Overview 탭이 선택된 Launching Oracle System Assistant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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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BIOS 키 매핑” [185]

■ Oracle System Assistant 문제 해결

■ “서버 전원 켜기 및 끄기” [49]

Oracle System Assistant 실행(Oracle ILOM)

서버에 설정된 원격 KVM 세션을 통해 Oracle ILOM에서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루트 사용자 또는 관리자(a) 및 콘솔(c) 역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Oracle ILOM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실행(Oracle ILOM)

36 Oracle X4 시리즈 서버 관리 설명서 • 2014년 4월

루트 사용자로 Oracle ILOM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액
세스” [37]를 참조하십시오.

■ 이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관리 서버에서 호스트 운영 체제 전원을 꺼야 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Oracle ILOM에서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하기 전에 호스트 운영 체제 전
원을 끄라는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을 시작하고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
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격 시스템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42]을
참조하십시오.

이 절차에서는 Oracle ILOM SP의 원격 KVM 세션에서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
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맞게
아래 지침을 수행합니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System Information > Summary를 누릅니다.

2. Oracle System Assistant의 Launch 버튼을 누
릅니다.

작은 정보 - Launch 버튼은 페이지 오른쪽의
Actions 패널에 있습니다.
참고 - Oracle System Assistant 창이 아닌
Software License Agreement (SLA) 대화 상자
가 나타나면 SLA 대화 상자에서 Accept를 눌러
계속해서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합니
다.

3. Oracle System Assistant 창에서 서버 설정 작업
수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개별 Oracle
System Assistant 페이지에서 Help 버튼을 누릅
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
스템의 경우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다음을 입력합니다.

/HOST/provisioning/start system-

assistant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시작하라는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2. 원격 시스템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42]에
설명된 대로 Oracle ILOM Remote Console을
실행합니다.

3. y를 입력하여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

하거나 n을 입력하여 작업을 취소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창이 나타납니다.

참고 - Oracle System Assistant 창이 아닌
Software License Agreement (SLA) 대화 상자
가 나타나면 SLA 대화 상자에서 Accept를 눌러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HOST/provisioning/

system-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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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합니
다.

4. Oracle System Assistant 창에서 서버 설정 작업
수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개별 Oracle
System Assistant 페이지에서 Help 버튼을 누릅
니다.

참조 ■ “서버 전원 켜기 및 끄기” [49]

■ 원격 시스템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42]

Oracle System Assistant 종료

1. Oracle System Assistant 내에서 Exit 버튼을 눌러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종료합니다.

2. 시스템 재부트 또는 전원 끄기 중에서 선택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가 종료됩니다. 선택한 옵션에 따라 시스템이 재부트되거나 전원
이 꺼집니다.

Oracle ILOM 액세스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 액세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시
스템 건전성을 모니터링합니다. 웹 인터페이스 또는 CLI(명령줄 인터페이스)에서 Oracle
ILOM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 대한 최초 관리 연결 설정 [38]

■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

■ “KVMS에 대한 Oracle ILOM 원격 재지정 세션 실행”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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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ILOM에 대한 최초 관리 연결 설정

처음으로 Oracle ILOM에 액세스하기 전에 Oracle ILOM에 대한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또는
로컬 직렬 관리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은 각 블레이드의 SP(서비스 프로세서)와 함께 전체 섀시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핫 플러그 가능 모듈입니다.

Oracle ILOM에 대한 로컬 또는 원격 관리 연결을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선호 연결 지침

전용 원격 네트워크 관리 연결
참고 - 일반 네트워크와 구분되
도록 SP(서비스 프로세서)에 전
용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하십시
오. Oracle ILOM에서 가장 안
전한 보안 환경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서버의 전용 네트워크
관리 포트가 항상 신뢰할 수 있
는 내부 네트워크 또는 전용 보
안 관리/개인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네트워크 스위치와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의 NET MGT 포트에 이더넷 케
이블을 연결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 또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의
동적 IP 주소는 DCHP 라우터에서 지정합니다.

2. 서버 SP 또는 CMM에 지정된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Oracle ILOM에서 동적 IP 주소를 확인하려면 Oracle ILOM에 대한 직렬 연
결을 설정한 다음 CLI show 명령을 사용하여 SP 또는 CMM /network 및 /
network/ipv6 대상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3. SP 또는 CMM에 지정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Oracle ILOM에 대한 네트워
크 연결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하십시오.

전용 로컬 직렬 관리 연결 1. 콘솔(워크스테이션 또는 터미널)과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의 SER MGT
포트에 직렬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물리적 연결을 통해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 또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과의 통신이 시작됩니다. 터미널 장치 통신 등록 정보를 9600보, 8비
트, 패리티 없음, 1 중지 비트로 설정해야 합니다.

2. Oracle ILOM에 대한 로컬 연결을 만들려면 Return을 누릅니다.

Oracle ILOM 프롬프트 (>)가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
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하십시오.

전용 상호 연결 SP 관리 연결

(내장된 USB over LAN이라고
도 함)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와 호스트 운영 체제 시스템 클라이언트 간의 전용 로
컬 상호 연결을 자동 구성하거나 수동 구성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의 “전용 상호 연결 SP 관리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공유 사이드밴드 네트워크 연결
참고 - 사이드밴드 관리를 사용
하면 두 개의 별도 네트워크 연
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케이블
관리 및 네트워크 구성이 간소
화됩니다. 하지만 사이드밴드

서버 섀시에서 제공된 표준 데이터 포트를 통해 Oracle ILOM에 연결하도록 선
택합니다.
참고 - Oracle ILOM에 대한 사이드밴드 관리 연결을 구현하면 호스트 및 관리
트래픽에 대해 두 개의 별도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1) Oracle ILOM에 대한 연결 성능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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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연결 지침

관리 포트가 신뢰할 수 있는 네
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Oracle ILOM 트래픽이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될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Oracle ILOM 트래픽을 전송할 위험이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의 사이드밴드 네트워크 관리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절차에서는 로컬 또는 네트워크 관리 연결에서 Oracle ILOM을 실행하고 로그인하기
위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합니다.

서버에 Oracle ILOM을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기본 관리 root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는 지정된 사용자 계정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Oracle
ILOM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참고 - 처음 로그인하여 Oracle ILOM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기본 관리자 계정과 암호가 시스
템에 제공됩니다. Oracle ILOM에서 보안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적용
하려면 Oracle ILOM에 처음 로그인한 후 기본 관리자 계정(root)의 기본 암호(changeme)
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기본 관리자 계정이 이후에 변경된 경우 관리자 권한이 있는 Oracle
ILOM 사용자 계정을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1. Oracle ILOM에 대한 물리적 관리 연결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Oracle ILOM에 대한 물리적 관리 연결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에 대한 최
초 관리 연결 설정 [38]을 참조하십시오.

2. Oracle ILOM을 실행 및 로그인하려면 Oracle ILOM에 설정된 물리적 관리 연결에 따라 다
음 절차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관리 연결 Oracle
ILOM 인터
페이스

지침

원격 관리 연결 웹 1. http:// ILOM_SP_or CMM_ ipaddress로 이동합니다.

Oracle ILOM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Log In을 누릅니다.

참고 - Oracle ILOM에 처음 액세스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에 root를 입력하고
암호에 changeme를 입력합니다.
참고 - 처음 로그인하여 Oracle ILOM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기본 관리자 계
정과 암호가 시스템에 제공됩니다. Oracle ILOM에서 보안 환경을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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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연결 Oracle
ILOM 인터
페이스

지침

사용자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적용하려면 Oracle ILOM에 처음 로그인한 후 기
본 관리자 계정(root)의 기본 암호(changeme)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기본
관리자 계정이 이후에 변경된 경우 관리자 권한이 있는 Oracle ILOM 사용자
계정을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참고 - Oracle ILOM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를 막기 위해 사용자마다
사용자 계정을 만드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사용자 계정 추
가” [86]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관리 연결 CLI 1. 터미널을 엽니다.

2. 다음을 입력합니다.

ssh username@ILOM_SP_or_CMM_ipaddress
3. Return을 누르고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암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 Oracle ILOM에 처음 액세스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에 root를 입력하고
암호에 changme를 입력합니다.
참고 - Oracle ILOM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를 막기 위해 사용자마다
사용자 계정을 만드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사용자 계정 추
가” [86]를 참조하십시오.

로컬 직렬 관리 연
결

CLI ■ Oracle ILOM 프롬프트(>)에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프롬프트가 나타
나면 암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 Oracle ILOM에 처음 액세스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에 root를 입력하고
암호에 changeme를 입력합니다.
참고 - Oracle ILOM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를 막기 위해 사용자마다
사용자 계정을 만드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사용자 계정 추
가” [86]를 참조하십시오.

KVMS에 대한 Oracle ILOM 원격 재지정 세션 실행

서버를 원격으로 관리하기 위해 Oracle ILOM에서는 호스트 직렬 콘솔 재지정, 원격 시스템
콘솔 재지정 및 원격 가상 저장 장치 재지정과 같은 재지정 방법을 통해 서버의 KVMS(키보
드, 비디오, 마우스 또는 저장소) 장치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Oracle ILOM에서 원격 재지정 세션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
십시오.

■ 호스트 직렬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41]

■ 원격 시스템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42]

■ 중앙 저장소에서 가상 저장 장치 재지정 세션 구성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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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직렬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호스트 서버에 대한 호스트 직렬 콘솔 재지정 세션을 시작하거나 중지하려면 Oracle ILOM
CLI를 사용하십시오. Oracle ILOM에서는 CLI에서 여러 개의 호스트 직렬 콘솔 재지정 세션
을 실행할 수 있지만 SP에서 하나의 호스트 직렬 콘솔 세션 사용자(처음에 로그인된 세션 사
용자)에게만 읽기 및 쓰기 권한이 부여됩니다. SP에 로그인된 다른 모든 호스트 직렬 콘솔 세
션 사용자에는 읽기 전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전체 읽기 및 쓰기 권한이 있는 세션 사용자가
자신의 세션을 닫으면 읽기 쓰기 세션 권한이 다시 지정되고 새 직렬 세션은 전체 읽기 및 쓰
기 권한으로 열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호스트 직렬 콘솔 재지정 세션을 실행하기 전에 다음 필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 호스트 서버 운영 체제에 대한 직렬 재지정 세션을 실행하려면 Oracle ILOM에서 콘솔(c)
역할이 필요합니다.

■ 호스트 직렬 재지정 세션은 Oracle ILOM SP CLI에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Oracle ILOM SP CLI에서 호스트 직렬 콘솔 재지정을 실행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릅니다.

1. Oracle ILOM SP CLI에서 호스트 직렬 콘솔 재지정을 시작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
다.

■ 단일 시스템 SP의 경우 start /host/console을 입력합니다.

■ 다중 도메인 서버 SP의 경우 start /Servers/Pdomains/PDomain_n/host/console을 입력합
니다.

사용자 자격 증명을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2. 호스트 서버 운영 체제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이제 호스트 직렬 콘솔을 통해 호스트 서버 운영 체제에 로그인됩니다.

참고 - 표준 Oracle ILOM CLI 명령을 실행하려면 먼저 호스트 직렬 콘솔을 종료해야 합니다.

3. 호스트 직렬 콘솔 재지정 세션을 종료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호스트 서버 운영 체제에서 로그아웃합니다.

b.   호스트 직렬 콘솔과 Oracle ILOM 간의 연결을 종료하려면 Esc 키와 (를 동시에 누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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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호스트에 중단점을 전송하려면 Esc 키를 누르고 대문자 B를 입력합니다.

참조 펌웨어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직렬 호스트 콘솔 시
작

원격 시스템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Plus)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원격 콘솔 재지정 세션을 실행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직렬 또
는 비디오 재지정 세션을 통해 원격으로 서버를 관리하거나 서버에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Oracle X4-2 랙장착 및 블레이드 서버의 경우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응
용 프로그램의 원래 버전이 제공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저장 장치를 재지정하기 위한
개별 CLI(명령줄 인터페이스)는 물론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KVMS 재지정
세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웹 인터페이스에서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KVMS 세션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작하기 전에" 및 이 항목 다음에 나오는
절차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ILOM에서 Storage Redirection CLI 기능 설정 및 사용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펌웨어 릴리스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의 Oracle ILOM Storage Redirection CLI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Oracle X4-2 랙장착 또는 블레이드 서버가 있을 경우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에서는 웹 인터페이스에서 직렬 재지정 세션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Oracle ILOM
에서 직렬 재지정 세션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직렬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41]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X4-4 및 이후 X4 시리즈 랙장착 및 블레이드 서버의 경우,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Plus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최대 4개의 비디오 원격 콘솔 세션과 1개의 직렬 원격 콘솔 세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체 재지정 제어 권한은 SP에 로그인한 첫번째(기본) 재지정 세션 사
용자에게 부여됩니다. SP에 로그인된 다른 모든 재지정 세션 사용자에게는 보기 전용 재지정
제어 권한이 부여됩니다. 기본 사용자는 비디오 또는 직렬 세션 창을 종료하거나 비디오 세션
창의 KVMS 메뉴에서 Relinquish Full-Control을 선택하여 재지정 세션의 전체 권한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보기 전용 사용자는 세션 창을 다시 실행하거나 비디오 세션 창의 KVMS 메
뉴에서 Take Full-Control을 선택하여 기본 사용자가 포기한 전체 권한의 재지정 세션에 대
한 전체 제어 권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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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Oracle ILOM에서 원격 콘솔 재지정 세션을 실행하기 전에 다음 필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적합한 JRE(Java Runtime Environment)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Oracle X4-2 랙장착 및 블레이드 서버의 경우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에는 JRE 1.5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Windows IE(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 사
용자는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을 실행하기 전에 관리 클라이언트에서
32비트 JDK 파일을 등록해야 합니다.

Oracle X4-4 또는 이후 X4 시리즈 랙장착 및 블레이드 서버의 경우,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Plus에는 JRE 1.6 이상이 필요합니다.

■ 원격 시스템 콘솔 세션을 처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적합한 KVMS 등록 정보가 Oracle
ILOM SP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KVMS 등록 정보를 보거나 설정하려면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Remote Control > KVMS를 누릅니다.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을 사용하려면 KVMS 상태가 사용으로 설정되
어 있어야 합니다(기본값). 선택적으로, KVMS 페이지에서 호스트 잠금 등록 정보를 설
정하여 원격 콘솔 세션에서 연결을 해제한 후 호스트 운영 체제 데스크탑을 자동으로 잠
글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모드 등록 정보(Absolute 또는 Relative)는 Solaris 기반
및 Linux 기반 운영 체제에 대한 KVMS 페이지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격 호스트가
Windows, Oracle Solaris 또는 Absolute 마우스 모드에 대한 드라이버 지원이 포함된
Linux 버전을 실행하는 경우 Absolute 마우스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원격 호
스트가 Absolute 마우스 모드에 대한 드라이버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Linux 버전을 실행
하는 경우 Relative 마우스 모드를 사용합니다.

■ Oracle ILOM에서 콘솔(c) 역할 권한이 사용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역할은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세션을 사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 재지정된 호스트 운영 체제 데스크탑에 로그인하기 전에 호스트 서버에 대한 운영 체제
사용자 자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서 원격 시스템 콘솔 세션을 실행하려면 아래에서 해당 서
버에 적용할 수 있는 원격 시스템 콘솔 지침을 수행합니다.

Remote System Console 지침 자세한 내용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Oracle X4-2 랙장착 및 블레이드
서버에서 사용 가능)

1. Oracle ILOM 웹 인터페이
스에서 Remote Control >
Redirection을 선택합니다.

2. Redirection 페이지에서
Launch Remote Console을 누
릅니다.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세션 창이 나타납니다.

작은 정보 - 원격 클라이언트와 로컬
데스크탑 간에 키보드 또는 마우스
입력을 전환하려면 Alt+M(마우스

펌웨어 릴리스 3.1 또는 3.2에 대
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의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정보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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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System Console 지침 자세한 내용

의 경우) 또는 Alt+K(키보드의 경
우)를 누릅니다.
작은 정보 - 또는 Storage
Redirection CLI 기능을 사용해서
Oracle ILOM SP CLI에서 저장 장
치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
리 설명서의 Storage Redirection
CLI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Plus

(Oracle X4-4 및 이후 X4 시리즈
랙장착 및 블레이드 서버에서 사용
가능)

1. Oracle ILOM 웹 인터페이
스에서 Remote Control >
Redirection을 선택합니다.

2. Redirection 페이지에서 직렬
또는 비디오 재지정에 대한 옵
션을 누른 후 Launch Remote
Console을 누릅니다.

직렬 재지정에 대해 텍스트 기
반의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Plus 호스트
세션 창이 나타납니다.

비디오 재지정에 대해 그래픽
기반의 KVMS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Plus
호스트 세션 창이 나타납니다.

작은 정보 - 전체 재지정 제어 권한은
SP에 로그인한 첫번째 재지정 세션
(기본)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SP
에 로그인된 다른 모든 재지정 세션
사용자에게는 보기 전용 재지정 제
어 권한만 제공됩니다. 전체 재지정
제어 세션을 종료하면 전체 재지정
제어 권한이 자동 포기되고 SP의 다
른 세션 사용자가 전체 재지정 제어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Redirection 웹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참조 ■ 펌웨어 릴리스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 펌웨어 릴리스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 Plus

중앙 저장소에서 가상 저장 장치 재지정 세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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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ILOM에서는 가상 원격 저장 장치 기능을 사용해서 중앙 NFS 또는 SAMBA 저장소
에 저장소 이미지 파일을 마운트한 후 이미지 파일을 호스트 서버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연결된 저장 장치로 호스트 서버에 표시됩니다.

Oracle ILOM KVMS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원격 가상 저장소 이미지 파일을 한 번에 하나
만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저장소 재지정 세션이 SP에서 진행 중일 때 이미지 파일 재지
정을 시도하면 저장소 재지정 시도가 실패하고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 Oracle ILOM의 가상 원격 저장 장치 기능은 Oracle X4-4 또는 이후 X4 시리즈 랙장
착 및 블레이드 서버에서 지원됩니다. Oracle ILOM의 가상 원격 저장 장치 기능은 Oracle
X4-2 랙장착 및 블레이드 서버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상 원격 저장 장치 기능을 사용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서버에 저장된 단일 이미지 파일(ISO)에서 여러 개의 Oracle 서버를 부트합니다.

■ 원격 서버에 저장된 단일 이미지 파일(VFAT)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Oracle 서버를 업데
이트합니다.

중앙 저장소에서 가상 저장 장치 재지정 세션을 만들기 전에 다음 필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Oracle ILOM 펌웨어 버전 3.2.2 이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참고 - 가상 원격 저장 장치 기능은 Oracle X4-4 또는 이후 X4 시리즈 랙장착 및 블레이드 서
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Oracle X4-2 랙장착 및 블레이드 시리즈 서버에서 지
원되지 않습니다.

■ 관리자(a) 역할 권한이 Oracle ILOM에서 사용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역할은
저장소 이미지 파일을 마운트 및 재지정하기 위해 Oracle ILOM에서 등록 정보를 구성하
는 데 필요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이미지 파일이 마운트 및 재지정되는 NFS 또는 SAMBA 중앙 저장소 서버에
대해 사용자 자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Oracle ILOM에서 가상 원격 저장소 재지정 등록 정보를 구성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침을 수행합니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Remote Control >
Remote Device를 누릅니다.

2. Remote Device 웹 페이지에서 구성 가능한 등록 정보
에 대한 값을 설정한 후 Save를 누릅니다.

3. Remote Device 페이지에서 Status 등록 정보를 보고
가상 저장 장치 재지정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Remote Device 웹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액세스

46 Oracle X4 시리즈 서버 관리 설명서 • 2014년 4월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CLI 1. 구성 가능한 가상 장치 재지정 등록 정보에 대한 값을 설
정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SP/services/kvms/remote_virtual_device

servicestate=enabled target_URI= [NFS or
Samba URI file location] username= [your_username]
password= [your_password]

참고 - 일부 시스템에서는 remote_virtual_device 대신
host_storage_device를 사용합니다.

2. 가상 장치 재지정의 현재 상태를 보려면 다음을 입력합
니다.

show /SP/services/kvms/remove_virtual_device

status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SP/services/kvms/

remote_virtual_device

참조 ■ 펌웨어 릴리스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원격 이미지 파일
재지정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액세스

Oracle HMP(Hardware Management Pack)는 운영 체제 명령줄이나 Oracle System
Assistant 명령 셸에서 인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 서버에서 BIOS, RAID 볼륨 및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서비스
프로세서를 구성합니다.

■ 서버 구성 요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 호스트-ILOM 연결을 통해 Oracle ILOM 서비스 프로세서에서 결함 트랩을 전달하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결함 트랩 프록시를 구성합니다.

■ Oracle Solaris를 실행하는 지원되는 서버에서 영역 분할을 구성합니다.

■ Oracle 서버의 하드웨어 구성 정보 및 상태를 확인합니다.

■ IPMI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버 서비스 프로세서에 액세스하고 관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 SNMP를 통해 Oracle 하드웨어의 인밴드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Oracle 서버를 데이터 센터 관리 기반구조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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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Hardware Management Pack 설명서 라이브러리(http://www.oracle.com/goto/OHMP/
docs)에서 설명한 대로 Oracle HMP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영 체제 명령줄에 Oracle HMP 명령을 입력합니다.

참조 ■ “Oracle HMP(Hardware Management Pack) 개요” [29]

BIOS Setup Utility 액세스

BIOS Setup Utility를 사용하면 부트 프로세스를 중단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
제 BIOS 설정 화면은 시스템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BIOS Setup Utility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드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시스템에는 Legacy 부트 모드 또는 UEFI 부트 모드로 부트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UEFI
BIO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egacy 및 UEFI 부트 모드” [186]를 참조하
십시오.

BIOS Setup Utility 액세스

1. 시스템을 재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POST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모니터에 메시지가 스크롤됩니다.

2. F2 키(직렬 모니터에서는 Ctrl + E)를 여러 번 누릅니다.

BIOS Setup Utility 주 메뉴가 나타납니다.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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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를 탐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메뉴를 탐색하려면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 항목을 선택하려면 + 및 - 키 또는 Enter 키를 사용합니다.

■ 하위 메뉴에서 돌아가려면 Esc 키를 사용합니다.

4. 완료되면 F10 키를 누릅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할지 아니면 변경 사항을 취소하고 종료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조 ■ BIOS 설정 및 구성

■ BIOS Setup Utility 종료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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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전원 제어

이 장에서는 서버 전원을 켜고 끄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서버 전원 끄기 [50]

■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서버 전원 켜기 [50]

■ 서버 전원 켜기 및 끄기(Oracle ILOM) [51]

참고 - 전원 정책을 구성하려면 시스템 및 관리 전원 정책 설정(Oracle ILOM)을 참조하십시
오.

서버 전원 켜기 및 끄기

서버 전원 상태는 전원 꺼짐, 대기 전원, 전체 전원입니다.

전원 상태 설명

전원 꺼짐 AC 전원 코드를 분리해야 서버 전원이 완전히 꺼집니다.

서버 모듈이 섀시와 분리되거나 섀시에 대한 AC 전원이 분리되면 서버 모듈 전원이 완전
히 꺼집니다.

대기 전원 대기 전원 모드에서는 Oracle ILOM 전원이 켜져 있지만 호스트 전원은 꺼집니다. 대기
전원 모드에서는 전면 패널의 OK 상태 표시기가 깜박입니다.

전체 전원 호스트 전원을 켜면 서버는 전체 전원 모드가 됩니다.

전체 전원 모드에서는 OK 상태 표시기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적절하게 또는 즉시 호스트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서버 전원을 끄면 ACPI(고급 구성 및 전원 인터페이스) 사용 가능 운영 체제가
종료 전에 운영 체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시 서버 전원을 끄면 종료에 대비할 수 없
습니다.
주의 - 데이터 손실: 데이터 손실을 막으려면 즉시 전원을 끄기 전에 종료에 대해 운영 체
제를 준비하십시오.

오목한 전원 버튼,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 또는 Oracle ILOM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여 시스템 전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서버 전원 끄기

50 Oracle X4 시리즈 서버 관리 설명서 • 2014년 4월

■ 전원 버튼을 사용하려면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서버 전원 끄기 [50] 및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서버 전원 켜기 [50]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을 사용하려면 서버 전원 켜기 및 끄기(Oracle ILOM) [51]를 참조하십
시오.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서버 전원 끄기

1. 서버 전면 패널에서 오목한 전원 버튼을 찾습니다.

위치는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전원 버튼은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2. 스타일러스 또는 뾰족한 절연 물체를 사용하여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 정상 종료: 전원 버튼을 눌렀다 놓습니다.

ACPI 사용 가능 운영 체제가 정상 종료를 수행합니다. ACPI 사용 가능 운영 체제를 실
행하지 않는 시스템은 이 이벤트를 무시하고 호스트를 종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의 OK 상태 표시기가 깜박이며 시스템이 대기 전원 모드임을 나타냅니다.

■ 즉시 종료: 전원 버튼을 5초 이상 누르고 있습니다.

전면 패널의 OK 상태 표시기가 깜박이며 시스템이 대기 전원 모드임을 나타냅니다.

주의 - 데이터 손실. 즉시 종료를 수행하면 변경 사항을 저장하지 않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 및
파일이 갑자기 닫힙니다.

주의 - 서버의 전원을 완전히 끄려면 서버 후면 패널에서 전원 코드를 분리해야 합니다.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서버 전원 켜기

1. 전원 공급 장치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OK 상태 표시기가 깜박이는지 확인합니다.

2. 서버가 대기 전원 모드인지 확인합니다.

3. 전면 패널의 전원 버튼을 찾습니다.

참고 - 전원 버튼은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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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위치는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 스타일러스 또는 뾰족한 절연 물체를 사용하여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호스트가 부트되고 서버는 전체 전원 모드가 됩니다. 호스트가 완전히 부트되면 OK 상태 표
시기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서버 전원 켜기 및 끄기(Oracle ILOM)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을 사용하여 서버 전원을 원격으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
합니다.

■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ILOM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액세스” [37]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 데이터 손실. 즉시 종료를 수행하면 변경 사항을 저장하지 않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 및
파일이 갑자기 닫힙니다.

호스트 서버에서 전원 켜기, 끄기 또는 재설정을 수행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주의 - 서버의 전원을 완전히 끄려면 서버 후면 패널에서 전원 코드를 분리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Host Management > Power Control을 누릅니다.

2. Settings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
다.

■ Reset: 전원을 분리하지 않고 서버를 재설정합니다.

■ Immediate Power-Off: 시스템 전원을 즉시 끕니
다.

■ Graceful Shutdown and Power Off: 호스트를 정
상적으로 종료한 후 시스템 전원을 끕니다.

■ Power On: 전체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Oracle ILOM 3.2.1 이상 시스템
의 경우 Power Control 페이지
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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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 Power Cycle: 시스템 전원을 즉시 끈 후 다시 켭니
다.

3. Save를 누릅니다.

CLI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 reset /SYSTEM: 전원을 분리하지 않고 서버를 재설정합
니다.

■ stop /SYSTEM: 호스트를 정상적으로 종료한 후 시스템
전원을 끕니다.

■ stop -f /SYSTEM: 시스템 전원을 즉시 끕니다.

■ start /SYSTEM: 전체 시스템 전원을 켭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reset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호스트 전원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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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 순서 수정

이 절에서는 서버 부트 방법을 수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부트 순서 목록에 따라 서버가 부트되는 장치가 결정됩니다. 부트 순서 목록을 재정렬하거나,
부트 순서 목록에서 장치를 선택한 후 다음 부트 시 해당 장치에서 부트할 수 있습니다.

작업 링크

부트 순서 목록 수정 부트 순서 수정(BIOS) [53]

다음 부트 장치 선택 다음 부트 장치 설정(Oracle ILOM) [54]

부트 순서 수정(BIOS)

이 작업을 사용하여 부트 순서 목록에서 장치 순서를 변경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키보드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콘솔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 BIOS Setup Utility에 액세스합니다.

a.   시스템을 부트합니다.

콘솔 화면에 부트 메시지가 스크롤됩니다.

b.   연속으로 F2 키(또는 직렬 터미널에서 Ctrl +E)를 누릅니다.

BIOS Setup Utility 주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장치를 이동할 슬롯 번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두번째 슬롯으로 장치를 이동하려면 목록에서 두번째 항목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다음 부트 장치 설정(Oracle ILOM)

54 Oracle X4 시리즈 서버 관리 설명서 • 2014년 4월

3. 대화 상자에서 슬롯(2단계에서 선택)으로 이동할 장치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대화 상자가 사라집니다. 선택한 장치가 표시된 슬롯으로 이동하고 변경 사항이 적용되도록
BIOS가 나머지 목록을 다시 정렬합니다.

4.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할지 아니면 변경 사항을 취소하고 종료할지 묻는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다음 부트 장치 설정(Oracle ILOM)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을 사용하여 서버의 다음 부트 장치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Oracle ILOM에서 다음 부트 장치를 설정하면 다음에 전원 재설정 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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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치에서 서버가 부트됩니다. 이후 전원이 재설정되는 경우 서버가 부트 순서 목록의 부트
로 자동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
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ILOM 액세스 및 로그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재설정 및 호스트 제어(r)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전원 재설정에 대한 부트 장치를 설정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 대해 아래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인터페이스 단계 자세한 내용

웹 1. Host Management > Host Console을 누른 후 부트 장치를
선택합니다.

2. Save를 누릅니다.

3. Host Management > Power Control을 누른 후 Power-
Cycle을 선택합니다.

4. Save를 누릅니다.

Oracle ILOM 3.2.1 이상
이 있는 시스템의 경우 Host
Console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HOST/boot_device=boot_device

여기서 boot_device는 disk, floppy, bios, cdrom, pxe,
diagnostics 또는 default 중 하나입니다.

2. 다음을 입력합니다.

reset /System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HOST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x86 호스트
서버에서 다음 부트 장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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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리소스 구성

이 절에서는 RAID 및 iSCSI 가상 드라이브 등록 정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RAID 구성 옵션” [57]

■ UEFI 부트 모드에서 iSCSI 가상 드라이브 등록 정보 수정(BIOS) [69]

RAID 구성 옵션

RAID를 구성하기 전에 드라이브 슬롯 장착 및 가상 드라이브 만들기에 대한 Oracle 권장 사
항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에서는 RAID 어레이 구성에 사용되는 몇 가지 도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설명 링크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
여 RAID를 구성합니다.

RAID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58]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전에 부트 드라이브를 포함한 드라이브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HMP를 사용하여 RAID를 구성합니
다.

RAID 구성(Oracle HMP) [61]

부트 드라이브가 아닐 경우 운영 체제 설치 후 서버에서 RAID 볼륨을 만들
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BIOS를 사용하여 RAID를 구성합니
다.

RAID 구성(BIOS) [62]

기타 RAID 옵션

다양하게 변형된 RAID와 이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제한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 밖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LSI SAS2 2008 RAID 관리 유틸리티 – SGX-SAS6-REM-Z를 포함하여 일부 HBA에
sas2icru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 도구는 다음 위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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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si.com/sep/Pages/oracle/ sg_x_sas6-rem-z.aspx

■ LSI MegaCLI 또는 MegaRAID Storage Manager - 이 유틸리티 중 하나를 사용하여
SGX-SAS6-R-REM-Z(이름의 "R"은 위의 HBA와 구분하기 위해 포함됨)를 포함하여
HBA의 RAID 볼륨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다음 위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lsi.com/sep/Pages/oracle/sg_x_sas6-r-rem-z.aspx

참조:

■ RAI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BA 및 하드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AID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System Assistant RAID 구성 화면에서 서버 저장소 드라이브에 대한 RAID 0, RAID
1, RAID 5 또는 RAID 10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RAID 볼륨을 구성할 때 디스크 크기와 유형(예: SAS 또는 SATA)이 동일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드라이브 슬롯 장착 및 가상 드라이브 만들기에 대한 Oracle 권장 사항을 검토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2. Configure Hardware를 누른 다음 RAID Configuration 탭을 누릅니다.

RAID Configuration 화면이 나타납니다.

http://www.lsi.com/sep/Pages/oracle/ sg_x_sas6-rem-z.aspx
http://www.lsi.com/sep/Pages/oracle/sg_x_sas6-r-rem-z.aspx


RAID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저장소 리소스 구성 59

3. HBA 목록 상자에서 HBA 디스크 컨트롤러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가 SGX-SAS6-REM-Z 익스프레스 모듈 또는 SGX-SAS6-R-REM-Z 익스프
레스 모듈을 지원합니다(부트 가능한 볼륨을 만드는 경우). 이 HB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
버 하드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HBA를 선택한 후 View Info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기능은 Oracle System Assistant 1.1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4. Select RAID Level 목록 상자에서 RAID 레벨(RAID 0, RAID 1, RAID 5 또는 RAID 10)을
선택합니다.

참고 -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이 RAID 레벨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RAID 레벨을 설정하려면 HBA Setup Utility를 사용합니다.

어레이에서 허용되는 디스크 수는 컨트롤러에 따라 다릅니다. 예:

■ SGX-SAS6-REM-Z HBA의 경우 디스크가 둘 이상 필요하고 구성을 위해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합니다.

■ SGX-SAS6-R-REM-Z HBA의 경우 디스크가 하나 이상 필요하고 구성을 위해 WebBIOS
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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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Disks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5. Available Disks 테이블에서 RAID 구성에 추가할 저장소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볼륨이 디스크에 존재하는 경우 Created Volumes 섹션에 나타납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볼
륨을 강조 표시하고 삭제합니다.

참고 - 디스크는 같은 크기 및 유형(SAS 또는 SATA)이어야 합니다.

6. Create Volume 버튼을 누릅니다.

RAID 볼륨 생성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7. 필요할 경우 볼륨 이름을 입력하고 스트라이프 크기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경우 볼륨 이름을 비워 두고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8. Create 버튼을 누릅니다.

볼륨이 만들어집니다. Volume Details 대화 상자에 강조 표시된 볼륨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
니다.

9. 아직 입력하지 않은 경우 Volume Details 상자에 볼륨 이름을 입력한 후 Save Changes 버
튼을 누릅니다.

RAID Configuration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RAID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10. RAID 볼륨을 삭제하려면 RAID Configuration 화면에서 볼륨을 선택한 다음 Delete
Volume 버튼을 누릅니다.

이 작업은 기존 볼륨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1. 부트 가능한 볼륨을 만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참고 - 디스크 컨트롤러에서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   RAID Configuration 화면에서 볼륨을 선택합니다.

b.   해당 볼륨의 Details 버튼을 누릅니다.

c.   Set as Bootable을 선택합니다.

이제 RAID Configuration 화면에 볼륨이 부트 가능하다고 표시됩니다. 이 볼륨은 HBA
의 부트 장치가 됩니다.

12. Save Settings를 누릅니다.

참조 ■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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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구성(Oracle HMP)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raidconfig 도구를 사용하면 운영 체제 명령줄에서
RAID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HBA가 서버에서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드라이브 슬롯 장착 및 가상 드라이브 만들기에
대한 Oracle의 권장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UNIX 기반 플랫폼에서 루트 권한 또는 Windows에서 관리자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 Oracle Solaris에서 raidconfig는 raidctl CLI 도구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raidconfig는
SAS2를 지원하지만 raidctl 도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Oracle Solaris를 실행 중인 서버의 경우 장치를 핫 플러그한 후 devfsadm -C 명령을 실
행하여 raidconfig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모든 시스템 장치 노드를 다시 열거합니다.

이 명령은 일부 구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명령줄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raidconfig subcommand

여기서 subcommand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 list: RAID 볼륨에 없는 디스크를 비롯하여 컨트롤러, RAID 볼륨 및 디스크에 대한 정보
를 나열합니다. 특정 장치를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create: RAID 볼륨을 만듭니다.

■ delete: RAID 볼륨을 삭제합니다.

■ add: 지정된 디스크나 예비 디스크를 추가합니다.

■ remove: 지정된 디스크나 예비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 modify: RAID 볼륨이나 디스크를 수정합니다.

■ start: 유지 관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 stop: 유지 관리 작업을 중지합니다.

■ restore: 디스크에 저장된 RAID 구성을 찾아 복원합니다.

■ clear: 정의된 컨트롤러의 디스크에 저장된 RAID 구성을 지웁니다.

■ export: RAID 구성에서 XML 파일을 만듭니다.

■ import: RAID 구성에서 읽고 RAID 볼륨 및 예비 디스크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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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racle.com/goto/OHMP/docs

RAID 구성(BIOS)

BIOS Setup Utility에서 RAID를 구성하려면 이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설명서와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HBA가 서버에서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드라이브 슬롯 장착 및 가상 드라이브 만들기에 대한
Oracle의 권장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BIOS Setup Utility에 액세스합니다.

a.   시스템을 부트합니다.

콘솔 화면에 부트 메시지가 스크롤됩니다.

b.   연속으로 F2 키(또는 직렬 터미널에서 Ctrl +E)를 누릅니다.

BIOS Setup Utility 주 화면이 나타납니다.

2. IDE Configuration 메뉴로 이동합니다.

3. SATA Options를 선택하고 RAID를 선택한 후 F10 키를 누릅니다.

시스템이 재부트됩니다.

4. <Ctrl-I>를 누릅니다.

Intel Matrix Storage Manager 옵션 ROM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필요할 경우 RAID 볼륨을 만들거나 구성하고 EXIT를 선택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된 후 RAID 볼륨이 구성됩니다.

6. F10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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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가상 드라이브 등록 정보 수정

이 절에서는 BIOS Setup Utility iSCSI 화면을 사용하여 iSCSI 가상 드라이브를 구성하는 방
법을 설명하며 Legacy 부트 모드 또는 UEFI 부트 모드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시스템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 Legacy 부트 모드에서 iSCSI 가상 드라이브 등록 정보 수정(BIOS) [63]

■ UEFI 부트 모드에서 iSCSI 가상 드라이브 등록 정보 수정(BIOS) [69]

iSCSI 가상 드라이브는 주로 외부 서버에 상주하고 로컬 서버 호스트 운영 체제로 작동하는
지원되는 운영 체제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Legacy 부트 모드에서 iSCSI 가상 드라이브 등록 정보 수
정(BIOS)

시작하기 전에 ■ iSCSI 작동 이론과 iSCSI 서버 설정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여 iSCSI 대상을 클라이언트에 마운트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서 실행 중인 외부 iSCSI 서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
니다.

■ 서버는 UEFI 부트 모드가 아니라 Legacy 부트 모드여야 합니다. 서버가 UEFI 부트 모드
일 경우 UEFI 부트 모드에서 iSCSI 가상 드라이브 등록 정보 수정(BIOS) [69]을 사용
하십시오.

■ iSCSI 대상 매개변수를 제공합니다. 다음 표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항목 예

대상 이름 iqn.1988-12.com.oracle:platform-target

iSCSI 개시자 이름 iqn.1988-12.com.oracle:0010E02E458F

참고 - iSCSI의 개시자 및 대상 이름에는 IQN(iSCSI

Qualified Name) 형식이 필요합니다.

 

논리 장치 번호 LUN 0

iSCSI 서버의 IP 주소 192.167.1.24(IPv4)

포트 번호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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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OS Setup Utility에 액세스합니다.

a.   시스템을 부트합니다.

콘솔 화면에 부트 메시지가 스크롤됩니다.

b.   연속으로 F2 키(또는 직렬 터미널에서 Ctrl +E)를 누릅니다.

BIOS Setup Utility 주 화면이 나타납니다.

2. Advanced를 선택한 후 Legacy iSCSI를 선택합니다.

Launch Legacy iSCSI 창이 나타납니다.

3. Launch Legacy iSCSI OpROM을 선택한 후 Enable을 선택합니다.

4. F10 키를 누릅니다.

시스템이 부트됩니다. POST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5. 다음 메시지가 나타나면 Ctrl+D를 여러 번 눌러 iSCSI 옵션 ROM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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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Port Selection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음 그림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6. iSCSI 서버의 네트워크 어댑터 MAC 주소 구성을 선택하고 "P"를 입력하여 상태를 Boot:
PRIMARY로 변경합니다.

7. Return을 눌러 iSCSI 구성의 네트워크 어댑터 MAC 주소를 입력합니다.

iSCSI Port Configuration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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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SCSI Boot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iSCSI Boot Configuration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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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을 수행합니다.

a.   Use dynamic IP Configuration (DHCP)를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여 DHCP를 사용하
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개시자를 구성합니다.

b.   IQN(iSCSI Qualified Name) 형식으로 개시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iqn.1988-12.com.oracle:0010e02e458f

c.   개시자가 DHCP를 사용하지 않도록 구성할 경우 다른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시자가 DHCP를 사용하도록 구성할 경우 이 선택 항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d.   DHCP에서 iSCSI 대상 매개변수를 제공하게 하려면 Use DHCP for iSCSI Target
Information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Target IP, Target Port 및 Boot LUN을 입력합니다.

e.   IQN(iSCSI Qualified Name) 형식으로 대상 이름을 입력합니다.

f.   대상이 DHCP를 사용하지 않도록 구성할 경우 Target IP, Target Port 및 Boot LUN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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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OK를 선택합니다.

iSCSI Port Configuration 창이 나타납니다.

10. iSCSI CHAP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iSCSI CHAP Configuration 창이 나타납니다.

11.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a.   CHAP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CHAP를 사용할 경우 User Name 및 Target Secret을 입력합니다.

■ Mutual CHAP을 사용할 경우 Initiator Secret을 입력합니다.

■ 사용 가능한 CHAP 서비스가 없으면 Cancel을 선택합니다.

b.   OK를 선택합니다.

iSCSI Port Configuration 창이 나타납니다.

12. Save changes and Exi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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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BIOS Setup Utility 메뉴 액세스 [180]

■ UEFI 또는 Legacy 부트 모드(BIOS) 선택 [188]

UEFI 부트 모드에서 iSCSI 가상 드라이브 등록 정보 수정
(BIOS)

UEFI 부트 모드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시스템에서 iSCSI BIOS Setup Utility 화면을 사용하여
iSCSI 가상 드라이브를 구성하려면 이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iSCSI 가상 드라이브는 주로 외부 서버에 상주하고 로컬 서버 호스트 운영 체제로 작동하는
지원되는 운영 체제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iSCSI 가상 드라이브는 UEFI BIOS Setup Utility iSCSI 화면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iSCSI 작동 이론과 iSCSI 서버 설정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여 iSCSI 대상을 클라이언트에 마운트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서 실행 중인 외부 iSCSI 서버에 대핸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 서버는 Legacy 부트 모드가 아닌 UEFI 부트 모드여야 합니다. UEFI 또는 Legacy 부트 모
드(BIOS) 선택 [188]을 참조하십시오.

■ iSCSI 대상 매개변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표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항목 예

대상 이름 iqn.1988-12.com.oracle:platform-target

iSCSI 개시자 이름 iqn.1988-12.com.oracle:0010E02E458F

참고 - iSCSI의 개시자 및 대상 이름에는 IQN(iSCSI

Qualified Name) 형식이 필요합니다.

 

논리 장치 번호 LUN 0

iSCSI 서버의 IP 주소 192.167.1.24(IPv4)

포트 번호 3260

1. BIOS Setup Utility에 액세스합니다.

a.   시스템을 부트합니다.

콘솔 화면에 부트 메시지가 스크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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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속으로 F2 키(또는 직렬 터미널에서 Ctrl +E)를 누릅니다.

BIOS Setup Utility 주 화면이 나타납니다.

2. BIOS Setup Utility 메뉴에서 Advanced를 선택합니다.

참고 - Legacy 부트 모드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제어 가능한 장치 목록이 표시됩니다.

3. iSCSI 화면에 액세스하려면 UEFI iSCSI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UEFI Driver Control 화면이 나타납니다.

4. iSCSI Initiator Name을 입력합니다.

a.   iSCSI Initiator Name을 선택합니다.

iSCSI Initiator Name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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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QN(iSCSI Qualified Name) 형식으로 개시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iqn.1988-12.com.oracle:0010e02e458f

5. Add an Attempt를 선택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첫번째 iSCSI NIC 포트 MAC 주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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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CSI 드라이브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적절한 NIC 포트 MAC 주소를 선택합니다.

0010e02e458f

포트 구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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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값을 설정합니다.

a.   iSCSI Mode를 Enabled로 설정합니다.

b.   Internet Protocol을 IPv4로 설정합니다.

c.   Connection Retry Count를 1로 설정합니다.

d.   필요에 따라 Enable DHCP 값을 Enabled 또는 Disabled로 설정합니다. Enabled가 선
호됩니다.

DHCP를 Enabled로 설정하면 Initiator IP 주소, Initiator Subnet Mask 및 Gateway
설정이 제거됩니다.

e.   DHCP를 Disabled로 설정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 Initiator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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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tor Subnet Mask를 입력합니다.

■ Gateway를 입력합니다.

참고 - 동일 서브넷을 사용하십시오.

8. Target Name을 설정합니다.

a.   Target Name을 선택합니다.

Target Name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b.   대상의 IQN(iSCSI Qualified Name)을 입력합니다. 예:

iqn.1988-12.com.oracle:platform-target

9. iSCSI 서버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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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rget IP Address를 선택합니다.

Target IP Address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b.   iSCSI 서버의 대상 IP 주소를 다음과 같이 점으로 구분된 숫자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192.168.1.24.

10. Target Port를 설정합니다.

a.   Target Port를 선택합니다.

b.   다음과 같이 iSCSI 서버의 대상 포트를 입력합니다.

3260.

참고 - iSCSI가 네트워크 포트에서 사용으로 설정되면 PXE는 해당 포트에 대해 사용 안함으
로 설정됩니다.

11. 논리 장치 번호를 설정합니다.

a.   Boot LUN을 선택합니다.

Boot LUN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b.   논리 장치 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0

12. 설정이 iSCSI 서버의 iSCSI 대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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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uthentication Type을 CHAP 또는 None으로 설정합니다.

14.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BIOS Setup Utility를 종료합니다.

15.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16. BIOS에서 POST(전원 공급 자가 테스트) 체크포인트를 실행할 때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F8
키(또는 직렬 연결에서 Ctrl+P)를 누릅니다.

Please Select Boot Device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17. iSCSI 대상 항목이 부트 목록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18. iSCSI 드라이브에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운영 체제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 BIOS Setup Utility 메뉴 액세스 [180]

■ UEFI 또는 Legacy 부트 모드(BIOS) 선택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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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서버 관리 도구 구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절 작업 및 도구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 [78]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Oracle System Assistant) [78]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Oracle ILOM) [79]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Oracle HMP) [80]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 이 작업은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위해
Oracle System Assistant를 준비하는 데 사
용되므로 다른 절에 포함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157]

“Oracle ILOM 네트워크 설정 구성” [81] SP 네트워크 설정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81]

SP 또는 CMM 네트워크 설정 구성(Oracle ILOM) [83]

SP 네트워크 주소 구성(BIOS) [85]

“Oracle ILOM 사용자 계정 추가” [86] Oracle ILOM 사용자 계정 추가, 수정 또는 삭제(Oracle System
Assistant) [87]

SP 또는 CMM에 대한 로컬 사용자 계정 추가(Oracle
ILOM) [89]

“SP 시계 등록 정보 설정” [90] SP 시계 등록 정보 설정(Oracle System Assistant) [90]

SP 시계 등록 정보 설정(Oracle ILOM) [92]

SP DNS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93]

해당 없음

구성 관리(Oracle System
Assistant) [95]

해당 없음

“Oracle HMP 다운로드” [96] Oracle HMP 다운로드(Oracle System Assistant) [96]

My Oracle Support에서 Oracle HMP 다운로드
(MOS) [97]

TPM 등록 정보 구성(BIOS) [97] 해당 없음

Oracle System Assistant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페이지에서 드롭다운 목록 하
나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Oracle System Assistan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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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네트워크 설정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81]

■ Oracle ILOM 사용자 계정 추가, 수정 또는 삭제(Oracle System Assistant) [87]

■ SP 시계 등록 정보 설정(Oracle System Assistant) [90]

■ SP DNS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93]

■ 구성 관리(Oracle System Assistant) [95]

■ Oracle HMP 다운로드(Oracle System Assistant) [96]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

시스템 식별 정보는 Oracle ILOM에 저장되지만 시스템의 전체적인 면을 식별하는 데 사용
됩니다.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호스트 이름 – Oracle ILOM에 지정된 이름

■ 시스템 식별자 – 시스템에 대한 추가 정보

■ 시스템 담당자 – 시스템 문제를 문의할 담당자

■ 시스템 위치 – 시스템의 물리적 위치를 설명하는 문자열

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ILOM 또는 Oracle HMP를 사용하여 다음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Oracle System Assistant) [78]

■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Oracle ILOM) [79]

■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Oracle HMP) [80]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서버 식별 정보를 수정합니다.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2. Configure Hardware를 선택하고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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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롭다운 목록에서 Identification Information을 누릅니다.

Identification Information 보기가 나타납니다.

4. 필요에 따라 다음 정보를 수정합니다.

■ SP Hostname

■ System Identifier

■ SP System Contact

■ SP System Location

5. Apply Settings를 누릅니다.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Oracle I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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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을 사용하여 Oracle 시스템을 배포하거나
관리할 때 선택적으로 시스템에 식별 정보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아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을 실행합니다. Oracle ILOM 실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액세스” [37]를 참조하십시오.

■ 호스트 이름, 시스템 식별자, 시스템 담당자 및 시스템 위치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역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 및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웹 및 CLI
(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합니다.

서버 식별 레이블을 설정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맞게 아래 지
침을 수행합니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ILOM Administration > Identification을 누릅니
다.

2. 적절한 식별 레이블을 설정하고 Save를 누릅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
의 경우 Identification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식별 레이블을 보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how /[SP|CMM]

2. set 명령을 실행하여 시스템 식별 레이블을 설정합
니다.

예:

set /[SP|CMM] hostname=[hostname]
system_identifier=[id] system_contact=[name]
system_location=[building_floor_lab]

다음을 입력합니다.

■ help /[SP|CMM] hostname

■ help /[SP|CMM]

system_identifier

■ help /[SP|CMM] system_contact

■ help /[SP|CMM] system_location

참조 ■ 펌웨어 3.1에 대한 Oracle ILOM 빠른 시작 안내서 또는 펌웨어 3.2에 대한 Oracle
ILOM 시작 안내서, ID 레이블 설정

시스템 식별 정보 지정(Oracle HMP)

Oracle HMP를 사용하여 운영 체제 명령줄에서 시스템 식별 정보를 수정합니다.



Oracle ILOM 네트워크 설정 구성

서버 관리를 위한 초기 설정 작업 수행 81

ilomconfig modify identification 명령을 사용하여 다음 매개변수를 수정합니다.

■ SP Hostname

■ System Identifier

■ SP System Contact

■ SP System Location

참조 자세한 내용은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설명서 라이브러리(http://www.
oracle.com/goto/OHMP/docs)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ILOM 네트워크 설정 구성

이 작업은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위해 Oracle ILOM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
다.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P 네트워크 설정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81]

■ SP 또는 CMM 네트워크 설정 구성(Oracle ILOM) [83]

■ SP 네트워크 주소 구성(BIOS) [85]

SP 네트워크 설정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시작하기 전에 DHCP 설정 및 IP 주소와 같은 Oracle ILOM 네트워크 정보를 가져옵니다.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2. Configure Hardware를 누른 다음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탭을 누릅니다.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드롭다운 목록에서 Network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Network Configuration이 나타납니다.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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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하는 값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지정합니다.

■ IPv4에 대해 다음 값을 입력합니다.

a.   IP Discovery Mode

시스템에서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또는 정적 IP 지정을
사용할지 선택합니다.

b.   IP Address

정적 IP 지정을 선택한 경우 SP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c.   Netmask

정적 IP 지정을 선택한 경우 SP의 넷마스크를 입력합니다.

d.   Gateway

정적 IP 지정을 선택한 경우 SP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합니다.

■ IPv6에 대해 다음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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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e

Enabled 확인란을 눌러 IPv6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b.   Autoconfig

사용으로 설정되면 IPv6 Stateless 자동 구성이 IPv6 주소를 인식합니다.

c.   DHCPv6Autoconfig

사용으로 설정되면 DHCPv6 Stateless 자동 구성이 DNS 및 도메인 정보를 인식합
니다.

사용으로 설정되면 DHCPv6 Stateful 자동 구성이 IPv6 주소 및 DNS 정보를 인식
합니다.

사용으로 설정되면 None 상태는 Oracle ILOM의 링크 로컬 주소만 설정합니다.

d.   Static IP Address

SP에 대한 정적 IP 주소입니다.

e.   Link-Local IP Address

이 주소는 같은 네트워크의 다른 IPv6 지원 노드에서 SP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경로 지정할 수 없는 주소입니다.

f.   Gateway

IPv6에 대한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g.   Dynamic IP List

이 필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가 Oracle ILOM에서 해당
값을 가져옵니다.

5. 완료되면 Apply Settings를 누릅니다.

일부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되고 일부는 다음에 부트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SP 또는 CMM 네트워크 설정 구성(Oracle I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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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을 사용하여 Oracle 시스템을 배포하거나
관리할 때 SP(서비스 프로세서) 또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대해 제공된 기본 네트워
크 설정을 선택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CMM은 서버 모듈(블레이드)에서만 사용됩니다.

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을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액세스” [37]를 참조하십시
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사용자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IPv4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 IP 검색 모드 등록 정보가 기본적으로 DHCP로 설정됩니다.

■ IPv6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 자동 구성 등록 정보가 기본적으로 Stateless로 설정됩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 및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웹 및 CLI
(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본 네트워크 설정을 수정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맞게 아래
지침을 수행합니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ILOM Administration > Connectivity > Network를
누릅니다.

2. 필요할 경우 Network Settings 페이지에서 설정을 수
정하고 Save를 누릅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
템의 경우 Network Settings 페이지
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지정된 네트워크 설정을 보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how /[  SP|CMM  ]/network

show /[  SP|CMM  ]/network/ipv6

2. IPv4 네트워크 등록 정보를 수정하려면 set 명령을 실
행합니다.

예:

set /[ SP|CMM ]/network state=[ enabled|
disabled ] pendingipdiscovery=[ static|dhcp ]
pendingipaddress=[ address ] pendingipgateway=[
address ] pendingipnetmask=[ address ]
commit_pending=true

3. IPv6 네트워크 등록 정보를 수정하려면 set 명령을 실행
합니다.

예:

set /[ SP|CMM ]/network/ipv6 
state=[ enabled|disabled ] 
autoconfig=
[ disabled|stateless|dhcpv6_stateful|
dhcpv6_stateless ] 
dhcpv6_server_duid=[ address ]
link_local_ipaddress=[ address ] 

다음을 입력합니다.

■ help /[ SP|CMM ]/network

■ help /[ SP|CMM ]/network/

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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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static_ipaddress=[ address ]
 ipgateway=[ address ] 

set /[ SP|CMM ]/network commit_pending=true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기본 연결 구
성 등록 정보 수정

SP 네트워크 주소 구성(BIOS)

BIOS Setup Utility를 사용하여 서버 SP의 네트워크 설정을 수정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십시
오.

1. BIOS Setup Utility에 액세스합니다.

a.   시스템을 부트합니다.

콘솔 화면에 부트 메시지가 스크롤됩니다.

b.   연속으로 F2 키(또는 직렬 터미널에서 Ctrl +E)를 누릅니다.

BIOS Setup Utility 주 화면이 나타납니다.

2. Advanced 메뉴로 이동합니다.

3. BMC Network를 선택합니다.

4. Dynamic 또는 Static을 선택합니다.

5. IPv4 또는 IPv6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확장되어 IPv4 또는 IPv6 주소 설정이 표시됩니다.

Dynamic IP 지정을 선택할 경우 일부 선택 항목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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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성 설정을 최신 값으로 업데이트하려면 Refresh를 선택합니다.

7. 최신 값으로 변경하려면 Commit을 선택합니다.

8.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BIOS Setup Utility를 종료하려면 F10 키를 누릅니다.

참조 ■ SP DNS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93]

Oracle ILOM 사용자 계정 추가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
중인 사용자를 인증하고 고유 Oracle ILOM 기능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로컬에서 사용자 계정을 최대 10개까지 구성하고 별도의 인증 서버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추
가 사용자 계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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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Oracle ILOM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지정하고 하나 이상의 사용
자 역할을 지정합니다. Oracle ILOM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또는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여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 또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의 로컬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SP에 대한 로컬 Oracle ILOM 사용자 계
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 사용자 계정 추가, 수정 또는 삭제(Oracle System Assistant) [87]

■ SP 또는 CMM에 대한 로컬 사용자 계정 추가(Oracle ILOM) [89]

Oracle ILOM 사용자 계정 추가, 수정 또는 삭제(Oracle
System Assistant)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2. Configure Hardware를 누른 다음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탭을 누릅니다.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드롭다운 목록에서 User Accounts Settings를 선택합니다.

User Accounts Settings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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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하는 작업을 누릅니다.

■ Add User를 누르면 빈 구성 창이 나타납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Add User를 누릅니다.

참고 - Oracle System Assistant에서는 사용자 이름이 “user”인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없
습니다. 그러나 Oracle ILOM에서는 해당 이름의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에서 해당 계정을 볼 수 있지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계정을 만들
거나 관리해야 할 경우 Oracle ILOM을 사용하십시오.

■ 사용자를 선택하고 Modify User를 누르면 사용자 구성 정보가 창에 나타납니다. 정보
를 수정하고 Modify User를 누릅니다.

■ 사용자를 선택하고 Delete User를 누르면 대화 상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Yes를 선택
하여 확인하거나 No를 선택하여 변경하지 않고 종료합니다.

5. 완료되면 Apply Settings를 누릅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에서는 변경 사항을 적용하거나, 다음에 부트할 때까지 변경 사항
을 적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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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또는 CMM에 대한 로컬 사용자 계정 추가(Oracle
ILOM)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 root 사용자 또는 사용자 관리(u) 역
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Oracle ILOM에 root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하십시오.

이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 및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웹 및 CLI 지
침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로컬 Oracle ILOM 사용자 계정을 정의하고 해당 계정의 사용자 역할을 설정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맞게 아래 지침을 수행합니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ILOM Administration > User Management > User
Accounts를 누릅니다.

2. Users 테이블에서 Add를 누릅니다.

3. User Account 대화 상자에서 로컬 계정의 사용자 이
름과 암호를 지정하고 사용자 프로파일을 지정합니다.

4. Save를 누릅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
템의 경우 User Account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새 로컬 계정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지정하려면 다
음을 입력합니다.

set /[SP|CMM]/users/[username]
password=[password]

2. 개별 사용자 역할 또는 미리 정의된 사용자 프로파일
을 1단계에서 지정한 사용자 이름에 지정하려면 다음
을 입력합니다.

set /[SP|CMM]/users/[username] role=[a|u|c|r|
o|s|Operator|Administrator]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SP|CMM]/users/

[username]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사용자 자격
증명 관리

■ 펌웨어 3.1에 대한 Oracle ILOM 빠른 시작 안내서 또는 펌웨어 3.2에 대한 Oracle
ILOM 시작 안내서, Oracle ILOM에 새 사용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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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시계 등록 정보 설정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거나 Oracle ILOM을 사용하여 서비스 프로세서 시계 등
록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SP 시계 등록 정보 설정(Oracle System Assistant) [90]

■ SP 시계 등록 정보 설정(Oracle ILOM) [92]

SP 시계 등록 정보 설정(Oracle System Assistant)

시스템을 구성하는 동안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SP 시계 등록 정보를 설정합
니다.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2. Configure Hardware를 누른 다음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탭을 누릅니다.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드롭다운 목록에서 Clock Settings를 선택합니다.

Clock Settings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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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시계 설정을 보거나 수정합니다.

a.   Date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월, 일 및 연도를 선택합니다.

b.   Time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24시간 형식으로 시간을 설정합니다.

c.   Timezone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d.   Synchronize Time Using NTP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와 동기화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확인란을 누릅니
다.

e.   NTP를 사용하여 시간을 동기화하도록 선택한 경우 NTP 서버 1과 2에 대해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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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되면 Apply Settings를 누릅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에서는 변경 사항을 적용하거나, 다음에 부트할 때까지 변경 사항
을 적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SP 시계 등록 정보 설정(Oracle ILOM)

Oracle ILOM 시계를 NTP 서버와 동기화하거나 로컬 호스트 시간대에 따라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Oracle ILOM 시계를 구성하도록 선택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Oracle ILOM을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액세스” [37]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ILOM에서 시계 등록 정보를 수정하려면 관리자(a)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서버 SP와 CMM에 대해 웹 및 CLI 지침을 제공합니다.

SP 또는 CMM 시계 등록 정보를 수정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호스트 운영 체제 시계와 연관된 로컬 날짜 및
시간을 나타내도록 시계 등록 정보를 구성하려
면 날짜 및 시간 등록 정보를 구성한 후 시간대
등록 정보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ILOM
Administration → Date and Time → Clock 또
는 Timezone을 누릅니다.

■ NTP 서버와 연관된 날짜 및 시간으로 동기화하
도록 Oracle ILOM 시계를 구성하려면 NTP 서버
와 동기화에 대한 등록 정보를 사용으로 설정하
고 NTP 서버의 IP 주소나 호스트 이름을 제공합
니다. 이렇게 하려면 ILOM Administration →
Date and Time → Clock을 누릅니다.

2. Save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의 경우 Date and Time 또
는 Timezone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로컬 호스트 시간대를 사용하여 날짜 및 시간을 설정
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SP|CMM/clock datetime=

MMDDhhmmYYYY timezones=
3_to_4_characters

2. Oracle ILOM 시계를 NTP 서버의 날짜 및 시간과 동
기화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help SP|CMM clock

■ help SP|CMMclients/ntp/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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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set /SP|CMM/clock usentpserver=enabled

set /SP|CMM /clients/ntp/
server
1|2=ip_address_or_hostname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SP 또는
CMM 시계 등록 정보 설정

SP DNS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Oracle ILOM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려면 이 절차
를 따르십시오.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2. Configure Hardware를 누른 다음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탭을 누릅니다.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드롭다운 목록에서 DNS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DNS Configuration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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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racle ILOM에 대해 다음 DNS 설정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자동 DNS가 사용으로 설정되면 DNS 이름 서버 및 DNS 검색 경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uto DNS via DHCP

■ DNS Name Server

■ DNS Search Path

■ DNS Timeout 및 DNS Retries

5. Auto DNS via DHCP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DNS 이름 서버 및 DNS 검색 경로 정보를 입력
합니다.

6. 완료되면 Apply Settings를 누릅니다.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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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관리(Oracle System Assistant)

Configuration Management 화면을 사용하여 Oracle ILOM 설정을 전체적으로 변경합니
다.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2. Configure Hardware를 누른 다음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탭을 누릅니다.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드롭다운 목록에서 Configuration Management를 선택합니다.

Configuration Management 화면이 나타납니다.

4.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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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재부트되면 Factory 및 All 선택 항목이 생깁니다.

주의 - 서비스 손실. Factory 또는 All을 선택하면 현재 Oracle ILOM 구성이 지워지고 구성이
출하 시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구성될 때까지 Oracle ILOM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Factory – 모든 SP 설정을 출하 시 기본값으로 되돌리고 모든 로그 파일을 지웁니다.

■ All – 모든 SP 설정을 출하 시 기본값으로 되돌리지만 로그 파일은 유지합니다.

■ None – 이 항목을 선택하면 시스템을 재부트하지 않은 경우 보류 중인 All 또는 Factory
선택 항목이 널로 지정됩니다.

5. 완료되면 Apply Settings를 누릅니다.

다음에 부트할 때 선택 항목이 적용됩니다.

Oracle HMP 다운로드

이 절에서는 Oracle HMP 다운로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 Oracle HMP 다운로드(Oracle System Assistant) [96]

■ My Oracle Support에서 Oracle HMP 다운로드(MOS) [97]

Oracle HMP 다운로드(Oracle System Assistant)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액세스” [46]를 참조하십시오.

2. 플랫폼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및 펌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Oracle System
Assistant) [194]에서 설명한 대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최신 버전의 Oracle HMP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포함됩니다.

■ 운영 체제가 이미 설치된 경우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설명서 라이브러
리(http://www.oracle.com/goto/OHMP/docs)에서 설명한 대로 새 버전의 Oracle HMP
를 설치하십시오.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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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새 운영 체제를 설치할 수 있을 때 다운로드한 최
신 버전의 Oracle HMP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My Oracle Support에서 Oracle HMP 다운로드(MOS)

1. My Oracle Support에 액세스하여 해당 제품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y Oracle Support를 사용하여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202]를
참조하십시오.

2. Release(릴리스) 필드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3. Search(검색)를 누릅니다.

화면에 다운로드 목록(패치)이 표시됩니다.

4. 다운로드할 패치 옆의 상자를 누르고 Download(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TPM 등록 정보 구성(BIOS)

Windows Server 2008 TPM(Trusted Platform Module) 기능 세트를 사용하려면 이 기능
을 지원하도록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TPM은 서버의 TPM 보안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Windows Trusted Platform Module
Managemen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BIOS Setup Utility에 액세스합니다.

a.   시스템을 부트합니다.

콘솔 화면에 부트 메시지가 스크롤됩니다.

b.   연속으로 F2 키(또는 직렬 터미널에서 Ctrl +E)를 누릅니다.

BIOS Setup Utility 주 화면이 나타납니다.

2. Advanced > Trusted Computing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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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M Support 등록 정보가 Enable 또는 Disable로 설정됩니다.

3. 상태를 변경하려면 TPM Support를 선택하고 대화 상자에서 선택합니다.

4. 선택이 구현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서버 전원을 껐다 켭니다.

b.   Advanced > Trusted Computing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c.   선택이 구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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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관리 전원 정책 설정(Oracle ILOM)

데이터 센터의 Oracle 서버 시스템에 대한 전원 및 냉각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서 시스템 관리 정책을 설정하십시오. 이 절에서
는 Oracle 서버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Oracle 서버 시스템의 전원 요구 사항을 줄입니다. 자세
한 내용은 “시스템 전체 전원 관리 설정 지정(Oracle ILOM)” [99]을 참조하십시오.

■ 부트할 때 호스트 전원의 동작을 가상으로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트 시 호스트 전
원에 대한 SP 정책 설정(Oracle ILOM)” [106]을 참조하십시오.

■ PCIe 카드의 쿨러 작동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호스트를 종료하기 전에 냉각 기간을 사
용으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버 냉각 정책 설정(Oracle ILOM)” [107]을 참
조하십시오.

■ 블레이드 섀시 NEM이 SAS2 지원 링크를 실행하는 속도를 낮춥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
레이드가 SAS2를 지원하도록 조정(Oracle ILOM)” [108]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전체 전원 관리 설정 지정(Oracle ILOM)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서 시스템 전체 전원 관리 설정을 변경하
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목표 제한을 설정하여 서버 전력 소비를 줄입니다. 이 등록 정보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서버 SP에서 Power Target Limit 등록 정보 설정 [100]을 참조하십시오.

■ 전력 제한 정책을 적용하여 서버 전력 목표 제한을 실시합니다. 이 정책 구성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서버 SP에서 전원 제한 정책 설정 [101]을 참조하십시오.

■ 전력 허가 제한을 설정하여 블레이드 슬롯 전력 소비를 줄입니다. 이 등록 정보 구성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서 블레이드 슬롯 Grant Limit 등록 정보
설정 [102]을 참조하십시오.

■ 중복 정책을 설정하여 Oracle 블레이드 섀시의 전력 손실을 방지합니다. 이 정책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MM의 전원 공급 장치 중복 정책 설정 [103]을 참조하십시오.

■ 효율성 정책을 설정하여 Oracle 블레이드 섀시 전원 공급 장치의 효율성 레벨을 높입니
다. 이 정책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MM의 전원 공급 장치 라이트 부하 효율성 정책
설정 [104]을 참조하십시오.

■ 팬 속도 정책을 설정하여 Oracle 블레이드 섀시 전원 공급 장치 팬 속도를 제어합니다. 이
정책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MM의 전원 공급 장치 팬 속도 정책 설정 [105]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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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SP에서 Power Target Limit 등록 정보 설정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서 Power Target Limit 등록 정보를 설
정하여 Oracle 서버가 소비할 수 있는 전력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ILOM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 Oracle ILOM의 서버 Power Target Limit 등록 정보는 기본적으로 사용 안함으로 설
정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
합니다.

Oracle ILOM 관리 서버의 전력 목표 제한을 정의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Power Management > Limit을 누릅니다.

2. 와트 또는 백분율 단위로 Target Limit를 입력합니다.

참고 - Target Limit은 설치된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서 사용되는 최소 전원 및 관리 서버가 소비하도록 허
용되는 최대 전원(최대 허용량) 사이로 설정해야 합니
다.

3. Power Limiting 확인란을 선택하여 Power Limiting
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4. Save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
의 경우 Power Limit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전력 제한을 설정하고 관리 서버의 전력 제한 상태를
활성화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SP/powermgmt/budget pending_power_limit=[

value ] pendingactivation_state=enabled
commit_pending=true

여기서 value는 와트 또는 백분율 단위의 목표 제한
값을 나타냅니다.

참고 - Target Limit은 설치된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서 사용되는 최소 전원 및 관리 서버가 소비하도록 허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SP/powermgmt/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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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용되는 최대 전원(최대 허용량) 사이로 설정해야 합니
다.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SP 전력 목
표 제한 등록 정보 설정

서버 SP에서 전원 제한 정책 설정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서 전력 제한 정책을 정의하여 전력 목표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ILOM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하십시오.

■ 전력 제한 정책을 설정하기 전에 관리 서버의 전력 목표 제한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서버 SP에서 Power Target Limit 등록 정보 설정 [100]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사용자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 일부 시스템에서는 전원 상한값 지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해당
명령 또는 웹 요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
합니다.

Oracle ILOM 관리 서버의 전력 제한 정책을 정의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Power Management > Limit을 누릅니다.

2. Advanced Settings 패널에서 Policy 옵션(Soft
Cap(기본값) 또는 Hard Cap)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Violation Actions 목록 상자에서 정책 위반 작업
(None 또는 Hard Power Off)을 선택합니다.

4. Save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
의 경우 Power Limit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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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CLI 1. 전력 제한 정책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SP/powermgmt/budget pendingtimelimit=[

default|integer between 1 and 99999|0 ]
pendingviolation_actions=[ none | hardpoweroff
] commit_pending=true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SP/powermgmt/budget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고급 전원 상
한값 지정 정책 설정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서 블레이드 슬롯 Grant
Limit 등록 정보 설정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서 블레이드 슬롯 Grant Limit 등록 정보를 설정하여 Oracle
블레이드 서버 모듈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ILOM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
인 [39]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 Oracle ILOM의 기본 블레이드 슬롯 Grant Limit 등록 정보는 1200W입니다(최대 슬
롯 제한).

참고 - CMM에서 이미 블레이드 슬롯에 허가한 와트 미만으로 블레이드 슬롯 허가 제한을 설
정하면 안됩니다. 블레이드 슬롯 허가 제한을 0으로 설정하면 설치된 블레이드 서버 모듈 전
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CMM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합니다.

Oracle 블레이드 섀시 시스템의 블레이드 슬롯 허가 제한을 정의하려면 Oracle ILOM 사용
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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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Power Management > Allocation을 누릅니
다.

2. Power Grants 테이블에서 블레이드 서버 모듈
을 선택하고 Edit를 누릅니다.

3. 전력 Grant Limit 정책에 대해 Slot
Maximum(기본값 1200와트) 또는 Custom 옵
션 중 하나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Custom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섀시 블레이드
의 허가 제한 값을 와트 단위로 입력합니다.

4. Save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
의 경우 Allocation Plan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블레이드 슬롯의 전력 허가 제한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CMM/powermgmt/powerconf/ bladeslots/

BL n grant_limit=[ watts ]

여기서 watts는 블레이드 슬롯 전력 제한을 나타
냅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CMM/powermgmt/powerconf/

bladeslots/BL n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CMM 블레
이드 슬롯 Grant Limit 등록 정보 설정

■ “BIOS 키 매핑” [185]

CMM의 전원 공급 장치 중복 정책 설정

전원 공급 장치 중복 정책을 설정하여 전원 공급 장치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Oracle 블레이
드 섀시 시스템의 전력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ILOM에 로그
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하십시오.

이 절차에서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
공합니다.

Oracle 블레이드 섀시 시스템의 전원 공급 장치 중복 정책을 정의하려면 Oracle ILOM 사용
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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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Power Management > Redundancy를 누릅니
다.

2. 전원 공급 장치 중복 정책에 대해 N+N(기본값)
또는 None 중 하나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3. Save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의
경우 Redundancy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CMM/powermgmt redundancy=[

redundancy|none ]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CMM/powermgmt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CMM 전원
공급 장치 중복성 정책 설정

CMM의 전원 공급 장치 라이트 부하 효율성 정책 설정

전원 공급 장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공급 장치에 사용되는 전력량을 모니터링하여
전원 공급 장치 한 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ILOM에 로그
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라이트 부하 효율성 정책의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트 부하 효율성 모드는 기본적으로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 Monitor Power Supply 0 Side 0 또는 Monitor Power Supply 0 Side 1 등록 정보
는 기본적으로 Enabled입니다.

■ Monitor Power Supply 1 Side 0 또는 Monitor Power Supply 1 Side 1 등록 정보
는 기본적으로 Enabled입니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
공합니다.

Oracle 블레이드 섀시에 설치된 전원 공급 장치의 라이트 부하 효율성 정책을 정의하려면 선
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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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System Management > Policy를 누릅니다.

2. Chassis Monitoring Module Policies 테이
블에서 적절한 전원 공급 장치 정책을 선택하
고(예: Load Efficiency 또는 Monitor Power
Supply Side) Actions 목록 상자에서 Enable 또
는 Disable을 선택합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의
경우 Policy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CMM/policy

LIGHT_LOAD_EFFICIENCY_MODE=[ enabled|
disabled ] MONITOR_PS n _SIDE n =[ enabled|
disabled ]

여기서 n은 전원 공급 장치 슬롯 위치(0 또는 1)
와 측면(0 또는 1)을 나타냅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CMM/policy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CMM에서
구성 가능한 시스템 관리 전원 공급 장치 정책

CMM의 전원 공급 장치 팬 속도 정책 설정

필요할 경우 블레이드 섀시 전원 공급 장치 팬 속도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ILOM에 로그
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 Oracle ILOM의 전원 공급 장치 팬 속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
공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팬 속도를 수정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아
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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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System Management > Policy를 누릅니다.

2. Chassis Monitoring Modules 테이블에서 전
원 공급 장치 팬 속도 조정 정책을 고속이나 저속
으로 적절하게 선택하고 Actions 목록 상자에서
Enable 또는 Disable을 선택합니다.

3. Save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의
경우 Policy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전원 공급 장치 팬 속도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입
력합니다.

set /CMM/policy PS_FANS_[ HIGH|LOW ]=[

enabled|disabled ]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CMM/policy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CMM에서
구성 가능한 시스템 관리 전원 공급 장치 정책

부트 시 호스트 전원에 대한 SP 정책 설정(Oracle ILOM)

부트 시 호스트 전원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호스트 전원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ILOM에 로그
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 Oracle ILOM의 부트 시 호스트 전원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
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
공합니다.

부트 시 SP 호스트 전원 정책 설정

부트 시 호스트 전원 제어 정책을 수정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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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System Management > Policy를 누릅니다.

2. Service Processor Policies 테이블에서 적절한
부트 시 호스트 전원 등록 정보를 누르고 Actions
목록 상자에서 Enable 또는 Disable을 선택합니
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
의 경우 Policy Configuration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SP/policy HOST_AUTO_POWER_ON=[

enabled|disabled ] HOST_LAST_POWER_STATE=[
enabled|disabled ]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SP/policy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SP에서 구성
가능한 전원 켜기 및 냉각 정책

서버 냉각 정책 설정(Oracle ILOM)

서버의 쿨러 작동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호스트 또는 설치된 PCIe 카드 중 하나에 대해 냉
각 정책을 설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ILOM에 로그
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 Oracle ILOM의 냉각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
공합니다.

SP 냉각 정책 설정

서버 SP의 냉각 정책을 수정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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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Oracle ILOM에서 냉각 정책을 지원하지 않는 Oracle 서버도 있습니다. 서버에서 이
정책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System Management > Policy Configuration 페이지의 웹 인
터페이스 또는 /SP/policy 대상 아래의 CLI에서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System Management > Policy를 누릅니다.

2. Service Processor Policies 테이블에서 적절한
냉각 정책을 누르고(PCIe 또는 호스트에 대해)
Actions 목록 상자에서 Enable 또는 Disable을
누릅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
의 경우 Policy Configuration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SP/policy

ENHANCED_PCIE_COOLING_MODE=[ enabled|
disabled ] HOST_COOLDOWN=[ enabled|disabled
]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SP/policy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SP에서 구성
가능한 전원 켜기 및 냉각 정책

블레이드가 SAS2를 지원하도록 조정(Oracle ILOM)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NEM이 SAS 링크를 저속으로 실행하
도록 조정하려면 블레이드 레벨에서 이 정책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ILOM에 로그
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 Oracle ILOM의 Force SAS2 3 Gbps 등록 정보는 기본적으로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
니다.

이 절차에서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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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블레이드가 SAS2를 지원하도록 조정

Oracle 블레이드 섀시 시스템에서 SAS2 링크를 저속으로(3Gbps) 실행하도록 조정하려면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System Management > Policy를 누릅니다.

2. Chassis Monitoring Module Policies 테이블에서 적절
한 블레이드 서버 모듈에 대해 Force server blade to be
SAS2 capable at 3Gbps를 선택하고 Actions 목록 상자에서
Enable 또는 Disable을 선택합니다.

3. Save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
는 시스템의 경우 Policy 페이지
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
니다.

CLI 1.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CH/BLn/policy FORCE_SAS2_3GBPS= enabled|disabled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CMM/policy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CMM 블레
이드 슬롯 전원 제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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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설치

이 절에서는 단일 서버에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운영 체제
설치를 위해 단일 서버를 준비하는 지침이 포함됩니다.

다음 절을 참조하십시오.

설명 링크

운영 체제 설치를 위한 단일 서버를 준비합니다. “운영 체제 설치 준비” [111]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단일 서버에 운
영 체제를 설치합니다.
참고 - 이 절에서는 운영 체제 설치에 필요한 기본 단계
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운영 체제는 각각 고유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운영 체제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운영 체제 설치(Oracle System Assistant) [112]

참고 - 여러 서버에 운영 체제를 설치하려면 Oracle Enterprise Manager Ops Center 제품
정보 페이지(http://www.oracle.com/technetwork/oem/ops-center/index.html)를 참조하
십시오.

운영 체제 설치 준비

실제로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전에 서버 준비를 위한 여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
한 모든 작업은 Oracle System Assistant(권장)를 사용해서 완료하거나 Oracle System
Assistant 없이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두 가지 옵션을 모두 보여줍니다.

작업 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안함

업데이트를 위해 Oracle System
Assistant를 준비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
정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157]

Oracle System Assistant 업데이
트를 사용으로 설정하도록 MOS 구
성 [160]

해당 없음

Oracle ILOM을 구성합니다. “Oracle ILOM 네트워크 설정 구
성” [81]

다음 위치에서 Oracle ILOM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technetwork/oem/ops-cente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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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안함

http://www.oracle.com/goto/

ILOM/docs

플랫폼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및 펌
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 및 설치

플랫폼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및
펌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Oracle
System Assistant) [194].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
데이트(Oracle System
Assistant) [197].

“MOS 또는 PMR에서 펌웨어 및 소
프트웨어 얻기” [202]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 펌웨어 업
데이트(Oracle ILOM)” [200]

RAID 구성
참고 - RAID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
러 가지입니다. 이 절에서는 Oracle
System Assistant뿐만 아니라 다른
옵션을 사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RAID 구성 옵션” [57] “RAID 구성 옵션” [57]

운영 체제를 설치합니다. 운영 체제 설치(Oracle System
Assistant) [112]

해당 운영 체제 설치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운영 체제 설치(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System Assistant는 운영 체제와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기본 방법으로서, 시스템 준
비, 운영 체제 설치 및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위한 전체 도구 모음을 제공합니다.

참고 - Oracle System Assistant 운영 체제 설치 작업은 지원되는 버전의 Solaris, 
Windows 및 Linux 운영 체제와 Oracle VM 소프트웨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에는 Full Installation 옵션이 지원됩니다. Server Core Installation 옵션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제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버의 운영 체제별 설치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서버에 지원되는 운영 체제를 설치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참고 - 이 절에서는 운영 체제 설치에 필요한 기본 단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운영 체제
는 각각 고유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운영 체제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운영 체제 매체 또는 이미지를 구합니다.

“운영 체제 설치 준비” [111]의 준비 작업을 완료합니다.

http://www.oracle.com/goto/ILOM/docs
http://www.oracle.com/goto/ILOM/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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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stall OS 작업 버튼을 누릅니다.

Install Operating System 화면이 나타납니다.

2. Supported OS 드롭다운 목록에서 설치할 운영 체제를 선택합니다.

목록에는 Install OS 작업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되는 운영 체제만 포함됩니다.

3. 화면의 Select the desired BIOS mode for booting operating system 부분에서 UEFI 또
는 Legacy BIOS 모드를 선택합니다.

BIOS 모드 선택은 대상 운영 체제에서 UEFI 모드로 부트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Legacy 및 UEFI 부트 모드” [186]를 참조하십시오.

4. 화면의 Select your install media location 부분에서 운영 체제 설치 매체 위치를 선택합니
다.

옵션은 물리적 CD/DVD, 가상 ISO 이미지 또는 네트워크 위치입니다. 네트워크 위치는
Oracle System Assistant 1.2 이상을 사용해서 Linux 운영 체제를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Refresh 버튼을 눌러 장치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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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보 - Oracle Remote System Console을 사용해서 운영 체제를 원격으로 설치할 경우
에는 KVM 메뉴에서 Devices를 선택한 후 CD-ROM 이미지를 눌러서 원격 CD-ROM을 표
시합니다. 그런 다음 Oracle System Assistant 화면에서 Refresh를 눌러 CD/DVD 위치를
선택합니다.

5. 화면의 Select the boot disk 부분에 있는 Boot disk 드롭다운 목록에서 부트 장치를 선택합
니다.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 Linux 배포판을 선택한 경우 화면의 Select the boot disk 부분이 나타납니다.

■ Windows 배포판을 선택한 경우에는 화면의 Select the boot disk 부분이 나타나지 않
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가 사전 설치 환경이 포함된 선택된 디스크와 운영 체제 설치에 필
요한 구성 요소를 준비합니다.

주의 - 데이터 손실: 운영 체제 설치 시 디스크의 내용이 지워집니다.

6. 부트 장치 선택을 확인하려면 Yes를 누릅니다.

7. View Installation Options를 누릅니다.

Operating System Installation Details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운영 체제 및 드라이버 소
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나열됩니다. 설치하지 않으려는 모든 구성 요소를 선택 해제합니다. 대
부분의 운영 체제에서는 나열된 모든 구성 요소가 필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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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화 상자를 종료하려면 Close를 누릅니다.

Install Operating System 화면이 나타납니다.

9. Install OS 버튼을 누릅니다.

10.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프롬프트에 응답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서버가 부트됩니다.

참조 ■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

■ UEFI 또는 Legacy 부트 모드(BIOS) 선택 [188]

■ 서버의 운영 체제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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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인벤토리 및 건전성 모니터링

이 절에서는 시스템 인벤토리와 오류 메시지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사용 가능한
진단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버 정보 및 인벤토리 확인” [117]

■ “미결 문제 모니터링 및 해결” [120]

■ “진단 개요” [123]

서버 정보 및 인벤토리 확인

Oracle ILOM 또는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시스템 정보와 인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 서버 정보 및 인벤토리 확인(Oracle System Assistant) [117]

■ 서버 또는 블레이드 시스템 정보 및 인벤토리 확인(Oracle ILOM) [119]

서버 정보 및 인벤토리 확인(Oracle System Assistant)

System Overview 및 System Inventory 화면에는 시스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Oracle System Assistant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2. System Information 작업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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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verview 화면에 시스템에 대한 다음 정보가 나옵니다.

■ 제품 이름

■ 일련 번호

■ 시스템 유형

■ 시스템 식별자

■ BIOS 버전

■ ILOM 버전

■ ILOM IP 주소

■ ILOM MAC 주소

■ 호스트 IP 주소

■ 호스트 MAC 주소

3. System Inventory 탭을 누릅니다.

System Inventory 화면이 나타납니다.

4.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항목 중 하나를 누릅니다.

5. 모든 항목의 정보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려면 Expand All 또는 Collapse all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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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또는 블레이드 시스템 정보 및 인벤토리 확인
(Oracle ILOM)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을 사용하여 랩 환경의 Oracle 서버나 블
레이드 섀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
하십시오.

다음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 및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웹 및 CLI
(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합니다.

Oracle 시스템의 기본 구성 정보 또는 하드웨어 인벤토리 정보를 수집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SP 또는 CMM 탐색 창에서 정보를 확인할 부속 시
스템 이름을 누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erver SP 옵션은 Summary, Processors,
Memory, Networking PCI Devices 및 Firmware
입니다.

CMM 옵션은 Summary, Blades, Power,
Cooling, Storage, I/O Modules 및 Firmware입니
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
의 경우 선택한 시스템 정보 옵션 페이지
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시스템 상태 요약을 보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how /System

2. 구성 요소 레벨 및 펌웨어 인벤토리 및 상태를 보려
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서버 SP의 경우 다음을 입력합니다.

show /System/[Processors|Memory|Power
|Cooling|Storage|PCI_Devices|Firmware]

CMM의 경우 다음을 입력합니다.

show /System [Power|Cooling|Storage|
IO_Modules
|Firmware|Blades]

다음을 입력합니다.

■ help System

■ help System/[sub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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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펌웨어 릴리스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ILOM) 사
용 설명서, 시스템 정보 수집

■ 미결 문제 확인 및 해결(Oracle ILOM) [120]

미결 문제 모니터링 및 해결

Oracle 시스템 관리 도구를 사용해 시스템 건전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알
림을 받아 불필요한 작동 중지 시간을 방지합니다. 시스템 건전성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과 발
견한 하드웨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미결 문제 확인 및 해결(Oracle ILOM) [120]

■ 이벤트 로그 항목 보기(Oracle ILOM) [121]

■ 미결 문제 모니터링(Oracle HMP) [122]

■ POST에서 오류 메시지 확인 및 해결 [122]

미결 문제 확인 및 해결(Oracle ILOM)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Open Problems 테이블을 통해 문제를
찾아 해결합니다. 이 표에서는 발생한 하드웨어 문제를 보여주고 보고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정
보의 URL을 제공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
하십시오.

이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 및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웹 및 CLI(명
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합니다.

미결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
을 수행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보고된 미결 문제를 보려면 Open Problems를 누
릅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의
경우 Open Problems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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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2. 제안된 해결 조치를 보려면 웹 브라우저에서 참조
문서 URL(각 항목의 문제 설명에 있음)로 이동합
니다.

CLI 1. 보고된 문제를 보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how /System/Open_Problems

2. 제안된 해결 조치를 보려면 웹 브라우저에서 참조
문서 URL(각 항목의 문제 설명에 있음)로 이동합
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System/Open_Problems

참조 ■ 펌웨어 릴리스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ILOM) 사
용 설명서, 미결 문제 관리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경보 알림 설
정

이벤트 로그 항목 보기(Oracle ILOM)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이벤트 로그를 사용하여 서버 성능을 모니
터링하거나 하드웨어 오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벤트 로그는 하드웨어 결함, 핫 스왑 및 제
거 작업, 복구 불가능 상한/하한 이벤트 및 중요한 상한/하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
다. 이벤트 로그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
하십시오.

이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 및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웹 및 CLI(명
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로그 항목을 보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 ILOM Administration > Logs > Event를 누릅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
템의 경우 Event Log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 다음을 입력합니다.

show /[SP|CMM]/Logs/event/lists

다음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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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help /[SP|CMM]/Logs/event

참조 ■ 펌웨어 릴리스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ILOM) 3.1
사용 설명서, Oracle ILOM 로그 항목 관리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경보 알림 설
정

미결 문제 모니터링(Oracle HMP)

Oracle HMP hwmgtcli 명령을 사용하여 미결 문제를 모니터링합니다.

Hardware Management Agent 설명서 및 다음 위치의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설명서 라이브러리에서 hwmgmtcli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POST에서 오류 메시지 확인 및 해결

Oracle 서버는 진단 레벨이 낮은 POST(Power-On Self-Test)를 수행하여 특정 하드웨어 구
성 요소에서 결함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POST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대개 다음과 같은 정
보가 보고됩니다.

■ 감지된 오류 유형

■ 오류가 발생한 시간 또는 위치

POST에서 오류 메시지가 여러 개 감지되면 첫번째 오류의 원인을 해결하고 수정합니다. 첫
번째 오류의 원인을 해결하면 다음에 POST를 실행할 때 다른 오류 메시지가 해결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POST 오류 메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3.1 및 Oracle
ILOM 3.2.x 지원 서버용 Oracle x86 서버 진단, 응용 프로그램 및 유틸리티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POST 중에 가능한 하드웨어 오류를 찾아내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1. 물리적 서버에 터미널을 연결하거나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서
서버에 대한 원격 KVMS 재지정 세션을 설정합니다.

http://www.oracle.com/goto/OHMP/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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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로 터미널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버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ILOM을 통해 원격 KVMS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VMS에 대
한 Oracle ILOM 원격 재지정 세션 실행” [40]을 참조하십시오.

2. 서버의 전원을 재설정합니다.

POST 시퀀스가 시작되고 테스트 출력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테스트에서 오류가 감지되면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 체제가
실행됩니다.

참조 ■ “서버 전원 켜기 및 끄기” [49]

■ Oracle ILOM 3.1 및 Oracle ILOM 3.2.x 지원 서버용 Oracle x86 서버 진단, 응용 프
로그램 및 유틸리티 설명서, BIOS POST 오류

진단 개요

Oracle 진단 테스트를 실행하여 서버 설치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드웨어 복구
를 검증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진단 도구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acle.
com/goto/x86AdminDiag/docs의 Oracle ILOM 3.1 및 Oracle ILOM 3.2.x 지원 서버용
Oracle x86 서버 진단, 응용 프로그램 및 유틸리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도구 설명 자세한 내용

U-Boot 진단 U-Boot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기능을 자동으로 테스트하여 SP를 부트
하는 데 충분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U-Boot 진단을 실행하려면 서버를 다시 시작하고 “e”, “q” 또는 “n”을
입력하여 적절한 진단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Oracle ILOM 3.1 및 Oracle ILOM
3.2.x 지원 서버용 Oracle x86 서버
진단, 응용 프로그램 및 유틸리티
설명서의 U-Boot 진단 절을 참조하
십시오.

Oracle ILOM
Preboot 메뉴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Preboot 메뉴를 사
용하여 Oracle ILOM이 실행되는 동안 해결할 수 없는 Oracle ILOM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메뉴를 사용하여 Oracle
ILOM 부트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설정을 구성한 후 계속 부트할 수 있
습니다. 특히 Oracle ILOM Preboot 메뉴를 사용하여 Oracle ILOM
root 암호를 출고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하고 직렬 포트에 대한 Oracle
ILOM 액세스를 복원하며 SP(서비스 프로세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preboot 메뉴를 실행하려면 SP를 재설정하고 부트 프로세스를 중단
해야 합니다. 로컬에서는 SP를 재설정하는 동안 서버에서 Locate 버튼
을 잠시 누르고, 원격에서는 부트스트랩 프로세스에서 일시 정지 중에
xyzzy를 입력하면 됩니다.

Oracle ILOM 3.1 및 Oracle ILOM
3.2.x 지원 서버용 Oracle x86 서버
진단, 응용 프로그램 및 유틸리티
설명서의 Oracle ILOM Preboot 메
뉴 절을 참조하십시오.

BIOS POST 시스템 시작 시 시스템 BIOS는 서버의 하드웨어를 검사하는 POST
(Power-On Self-Test)를 수행하여 모든 구성 요소가 존재하고 정상적

Oracle ILOM 3.1 및 Oracle ILOM
3.2.x 지원 서버용 Oracle x86 서버
진단, 응용 프로그램 및 유틸리티

http://www.oracle.com/goto/x86AdminDiag/docs
http://www.oracle.com/goto/x86AdminDiag/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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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설명 자세한 내용

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를 시스템 콘솔에 표
시합니다.

POST(Power-On Self-Test)를 실행하고 테스트 출력을 확인하려면 서
버에서 전원을 재설정합니다.

설명서 또는 POST에서 오류 메시지
확인 및 해결 [122]의 BIOS POST
절을 참조하십시오.

OracleVTS Oracle VTS는 대부분의 하드웨어 컨트롤러 및 장치의 연결과 작동을
확인하는 종합 진단 도구를 제공합니다. Oracle VTS는 I/O 및 HBA(호
스트 버스 어댑터) 문제 진단을 위해 선호되는 테스트입니다.

Oracle Solaris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Oracle VTS를 실행
합니다. 또는 Oracle 서버나 CD/DVD에 Oracle VTS ISO 이미지를 다
운로드한 후 Oracle ILOM 재지정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부트할 수 있
습니다.

Oracle ILOM 3.1 및 Oracle ILOM
3.2.x 지원 서버용 Oracle x86 서버
진단, 응용 프로그램 및 유틸리티
설명서의 Oracle VTS 절을 참조하
십시오.

Run Diagnostics on
Boot†

또는

PC-Check‡

미리 정의된 진단 테스트 세트를 실행하여 마더보드 구성 요소, 드라이
브, 포트 및 슬롯의 문제를 감지합니다.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웹 인터페이스 또는
CLI(명령줄 인터페이스)에서 이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웹:

1. Host Management > Diagnostics를 누릅니다.

2. Run Diagnostics on Boot 목록 상자에서 실행할 진단 레벨
(Enable, Disable, Extended 또는 Manual)을 선택하고 Save를
누릅니다.

CLI:

■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HOST/diag [enable|disable|extended| manual]

Oracle ILOM 3.1 및 Oracle ILOM
3.2.x 지원 서버용 Oracle x86 서
버 진단, 응용 프로그램 및 유틸리
티 설명서의 PC-Check 또는 Run
Diagnostics on Boot 절을 참조하
십시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
는 시스템의 경우 Oracle ILOM
Diagnostics 웹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Oracle ILOM CLI에서 다음을 입력
합니다.

help /HOST/diag

서비스 프로세서
(Oracle ILOM)

Oracle ILOM은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태를 표시하므로 실패한 구성
요소를 교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결 문제 모니터링 및 해
결” [120]을 참조하십시오.

†“Run Diagnostics on Boot” 이름은 UEFI BIOS 시스템에 대한 Oracle ILOM에 나타납니다.

‡“PC-Check” 도구 이름은 레거시 BIOS 시스템에 대한 Oracle ILOM에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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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구성 및 BIOS 설정 백업 및 복원

시스템 펌웨어, Oracle ILOM 구성 및 BIOS 구성을 백업, 복원 및 복제하고 해당 설정을 여러
시스템에서 복제하려면 이 절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BIOS 펌웨어 구성 백업, 복원 또는 복제(Oracle ILOM)” [125]

■ “Oracle ILOM 펌웨어 구성 백업, 복원 또는 복제” [128]

■ BIOS 설정 백업, 복원 및 되돌리기(Oracle System Assistant 1.1) [133]

BIOS 펌웨어 구성 백업, 복원 또는 복제(Oracle ILOM)

Oracle 서버에서 BIOS 펌웨어에 대한 구성이 변경되면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BIOS 구성을 백업하여 현재 작동하는 구성을 보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BIOS 펌웨
어 구성 백업(Oracle ILOM) [125]을 참조하십시오.

■ BIOS 구성을 마지막에 저장된 작동 구성 또는 출하 시 기본 구성으로 복원하여 보증되지
않은 구성 변경 사항을 복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한 BIOS 구성 복원 또는 출하 시
기본값으로 BIOS 재설정(Oracle ILOM) [126]을 참조하십시오.

■ 호스트의 현재 BIOS 구성 설정이 Oracle ILOM에서 저장한 구성 설정과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할 경우 호스트 BIOS 설정을 Oracle ILOM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호스트 BIOS 펌웨어 구성 동기화(Oracle ILOM) [127]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BIOS 펌웨어 구성 백업(Oracle ILOM)

현재 BIOS 구성을 백업하여 작동 중인 BIOS 설정을 보존하려면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을 사용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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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
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재설정 및 호스트 제어(r) 및 관리자(a)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
다.

이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
합니다.

현재 BIOS 구성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System Management > BIOS를 누릅니다.

2. 백업 프로세스에 대한 전송 방법을 선택합니다.

3. Start Backup을 누릅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
의 경우 BIOS Configuration 페이지에
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SYSTEM/BIOS/Config/dump_uri= 
transfer_method://username:password@
ipaddress_or_hostname/ directorypath/
filename

이 절차의 참조 절을 참조하십시오.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BIOS 구성
파일 백업

백업한 BIOS 구성 복원 또는 출하 시 기본값으로 BIOS 재
설정(Oracle ILOM)

호스트 BIOS 펌웨어 구성의 변경 사항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백업한 BIOS 구성의 설정을 사용하여 호스트 BIOS 구성을 복원합니다.

또는

■ 출하 시 제공된 기본 BIOS 설정을 사용하여 호스트 BIOS 구성을 복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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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ILOM에서 재설정 및 호스트 제어(r) 및 관리자(a)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
다.

이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
합니다.

백업 구성 파일의 설정 또는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BIOS 구성을 복원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System Management > BIOS를 누릅니다.

2. 아래의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BIOS 구성 설정을 출하 시 제공된 설정으로 재설정하
려면 Reset to Defaults 드롭다운 목록에서 Factory
를 선택한 후 Save를 누릅니다.

■ 백업한 BIOS 구성을 복원하려면 Restore 패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Restore Option을 선택합니다.

b) Transfer Method를 선택합니다.

c) 백업 파일 위치를 입력합니다.

d) Start Restore를 누릅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
의 경우 BIOS Configuration 페이지에
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아래의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BIOS 구성을 출하 시 기본값으로 복원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System/BIOS reset_to_defaults=factory

■ 마지막으로 백업한 BIOS 구성으로 BIOS 구성을 복원
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load_uri=restore_option/transfer_method:
//username:password@ipaddress_ or_
hostname/directorypath/filename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System/BIOS

- 또는 -

이 절차의 참조 절을 참조하십시오.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BIOS 구성
복원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BIOS 구성
을 출하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

호스트 BIOS 펌웨어 구성 동기화(Oracle I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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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데이터 저장소의 BIOS 구성 설정이 Oracle ILOM에서 저장한 설정과 동기화되지 않
은 경우 호스트 설정을 Oracle ILOM과 수동으로 동기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Oracle ILOM을 사용하여 BIOS 동기화 상태를 식별하거나 호스트 BIOS 설정을 수동으로 동
기화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
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에 대한 웹 및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
합니다.

동기화 상태를 식별하거나 호스트 BIOS 구성을 Oracle ILOM과 수동으로 동기화하려면 다
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System Management > BIOS를 누릅니다.

2. 아래 단계 중 하나 또는 둘 다 수행합니다.

■ 현재 동기화 상태를 보려면 페이지 상단에서
Configuration Sync Status 필드를 찾습니다.

■ 호스트 BIOS 설정을 Oracle ILOM과 동기화하려면
Host Management > Power Control > Power
Cycle을 눌러 호스트 시스템 전원을 껐다 켭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
템의 경우 BIOS Configuration 페이지
또는 Power Control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아래 단계 중 하나 또는 둘 다 수행합니다.

■ 현재 동기화 상태를 보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how /System/BIOS/Config

■ 호스트 BIOS 설정을 수동으로 Oracle ILOM과 동기
화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reset /System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System/BIOS

또는

이 절차의 참조 절을 참조하십시오.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BIOS 구성
동기화

Oracle ILOM 펌웨어 구성 백업, 복원 또는 복제

Oracle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 또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서 Oracle ILOM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펌웨어 구성이 변경되면 Oracle ILOM을 사용하여 다음
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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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ILOM 구성을 백업하여 현재 작동 중인 구성 설정을 보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Oracle ILOM 펌웨어 구성 백업(Oracle ILOM) [129]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 구성을 마지막에 저장한 작동 구성 또는 출하 시 기본 구성으로 복원하여
보증되지 않은 구성 변경 사항을 복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한 Oracle ILOM 구성
복원 또는 출하 시 기본값으로 구성 재설정(Oracle ILOM) [130]을 참조하십시오.

■ 1) 모델 SP 또는 CMM 구성을 캡처하고 2) 다른 Oracle 서버에서 사용하도록 캡처한 구
성을 사용자 정의하고 3) 다른 Oracle 서버에 캡처한 구성을 제공하여 Oracle 서버에서
현재 Oracle ILOM 구성을 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Oracle 시스템에서 Oracle
ILOM 펌웨어 구성 복제(Oracle ILOM) [132]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Oracle ILOM 펌웨어 구성 백업(Oracle ILOM)

현재 Oracle ILOM 구성을 백업하여 SP(서비스 프로세서) 또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
구성 설정을 보존하려면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을 사용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사용자 관리(u), 콘솔(c), 재설정 및 호스트 제어(r) 및 읽기
전용(o) 역할과 연관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작동 중인 SP 또는 CMM 구성의 복사본을 백업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ILOM Administration > Configuration
Management > Backup/Restore System을 누릅
니다.

2. Operations 드롭다운 목록에서 Backup을 선택합니
다.

3. 백업 프로세스에 대한 전송 방법을 선택합니다.

4. 중요한 데이터(예: 암호)를 암호화하려면 문장암호를
지정하고 확인합니다.

주 – 4단계에서 지정한 문장암호를 사용하여 백업 파
일이 암호화됩니다. 백업한 파일을 복원하려면 나중
에 이 문장암호가 필요합니다.

5. Run을 눌러 백업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의 경우 Backup/Restore
Configuration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다음 예제와 같이 SP 또는 CMM 구성 대상으로 이
동합니다.

이 절차의 참조 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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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cd /SP/config

또는

cd /CMM/config

2. 백업 파일에서 중요한 데이터(예: 암호)를 암호화하
려면 문장암호의 값을 설정합니다. 예:

set passphrase=[value]

주 – 2단계에서 지정한 문장암호를 사용하여 백업 파
일이 암호화됩니다. 백업한 파일을 복원하려면 나중
에 이 문장암호가 필요합니다.

3. 백업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dump_uri= 
transfer_method://username:password@
ipaddress_or_hostname/directorypath/
filename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Oracle
ILOM 구성 파일 백업

백업한 Oracle ILOM 구성 복원 또는 출하 시 기본값으로
구성 재설정(Oracle ILOM)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펌웨어 구성 변경 사항이 더 이상 작동하
지 않으면 Oracle ILOM을 사용하여 1) 백업 구성 파일에 저장된 설정 또는 2) 출하 시에 제
공된 기본 설정으로 SP(서비스 프로세서) 또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 구성을 복원합니
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
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사용자 관리(u), 콘솔(c), 재설정 및 호스트 제어(r) 및 읽기
전용(o) 역할과 연관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서버 SP(서비스 프로세서) 및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웹 및 CLI(명
령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합니다.

백업 구성 파일의 설정 또는 출하 시 제공된 설정으로 Oracle ILOM 구성을 복원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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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ILOM Administration > Configuration Management를
누릅니다.

2. 아래의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SP 또는 CMM 구성을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Reset Defaults 탭을 누릅니다. Reset Defaults 페이지에서
Factory를 선택하고 Reset Defaults를 누릅니다.

■ 백업한 SP 또는 CMM 구성 파일을 복원하려면 다음을 수행
합니다.

a) Backup/Restore 탭을 누릅니다.

b) Restore 작업을 선택합니다.

c) Transfer Method를 지정한 후 필요한 파일 경로나 호스
트 정보를 지정합니다.

d) 백업 구성 파일이 암호화된 경우 파일 암호화에 사용한 문
장암호를 지정합니다.

e) Run을 눌러 복원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주 – 복원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Oracle ILOM SP 또는
CMM에 대한 클라이언트 세션이 일시 중지됩니다. 복원 작
업이 완료된 후 세션이 재개됩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의 경우 Reset Defaults
페이지 또는 Backup/Restore 페
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
릅니다.

CLI 1. 아래의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SP 또는 CMM 구성을 출하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하려면 다
음을 입력합니다.

set /[SP|CMM] reset_to_defaults=factory

■ SP 또는 CMM 구성을 마지막으로 백업한 구성으로 복원하려
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SP 또는 CMM config 대상으로 이동합니다. 예: cd /
[SP|CMM]/config

b) 필요할 경우 문장암호의 값을 설정합니다. 예: set
passphrase=value

c) 복원 작업을 시작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et load_uri=transfer_method://username:password
@ipaddress_or_hostname/directorypath/filename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SP|CMM]/config

또는

이 절차의 참조 절을 참조하십시
오.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Oracle
ILOM XML 백업 파일 복원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Oracle
ILOM 구성을 출하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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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Oracle 시스템에서 Oracle ILOM 펌웨어 구성 복제
(Oracle ILOM)

1) 모델 서버 SP 또는 CMM에서 구성 설정을 캡처하고 2) 캡처한 구성을 다른 서버 SP 또
는 CMM에서 복제하여 여러 Oracle 시스템에서 일관성을 높이고 SP(서비스 프로세서)
또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을 표준화하려면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을 사용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실행 및 로그인 [39]을 참조
하십시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사용자 관리(u), 콘솔(c), 재설정 및 호스트 제어(r) 및 읽기
전용(o) 역할과 연관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서버 SP 또는 CMM에서 다른 서버 SP 또는 CMM으로 Oracle ILOM 구성 매개변수를
복제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필요에 따라 Oracle ILOM 구성 매개변수를 사용자 정의하여 모델 SP 또는 CMM 구성을 만
듭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계정을 정의하고, 네트워크 설정을 수정하고, 경고 알림을 설정하고, 시스
템 정책을 정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2. Oracle ILOM에서 구성 백업 작업을 사용하여 모델 SP 또는 CMM 구성의 백업 복사본을 만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Oracle ILOM 펌웨어 구성 백업(Oracle ILOM) [129]을 참조하십시
오.

3. XML 편집기를 사용하여 모델 구성의 백업 복사본을 편집합니다.

편집 지침 – 정적 IP 주소와 같은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구성 매개변수 또는 대상 서버 SP나
CMM에 적용할 수 없는 다른 Oracle ILOM 설정에 대한 구성 매개변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4. Oracle ILOM에서 구성 복원 작업을 사용하여 모델 Oracle ILOM 구성의 복사본으로 대상
서버 SP 또는 CMM을 프로비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한 Oracle ILOM 구성 복원 또는 출하 시 기본값으로 구성 재설정(Oracle
ILOM) [130]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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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설정 백업, 복원 및 되돌리기(Oracle System Assistant
1.1)

BIOS 구성 작업을 사용하면 사용자 정의된 서버 BIOS 설정을 백업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XML 파일 간 설정을 백업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복원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Oracle System Assistant 1.1이 포함된 시스템에서 BIOS 설정을 백업 및 복
원합니다.

참고 - Oracle System Assistant가 포함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하드웨어 구성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Oracle System Assistant 1.2)” [153]를 참조하십시오.

1. Configure Hardware 작업 버튼을 누릅니다.

2. BIOS Configuration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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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롭다운 목록에서 백업 또는 복원 옵션을 선택합니다.
백업 및 복원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Backup (Export XML file)

■ Restore (Import XML file)

■ Restore to Factory Settings

4. 백업 옵션 및 복원 옵션에 대해 전송 방법을 선택합니다. 출하 시 설정으로 복원하려면
Factory 라디오 버튼을 누릅니다.
전송 방법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Local drive

■ TFTP

■ FTP

■ SFTP

■ SCP

■ HTTP

■ HTTPS

5. 파일 기반 옵션에 대해 파일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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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일 기반 옵션에 대해 Run을 누르고 Restore to Factory 옵션에 대해 Apply를 누릅니다.

다음에 서버가 부트되는 동안 BIOS 설정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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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이 절에서는 Oracle System Assistant의 기본 사용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시작 및 사용하는 방법과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

■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141]

■ 도움말 및 ReadMe 파일 보기 [145]

■ 플랫폼 설명서 보기 [146]

■ Oracle System Assistant 내용 찾아보기 [148]

■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의 파일 액세스” [147]

■ “하드웨어 구성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Oracle System Assistant 1.2)” [153]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새로운 시스템의 작동을 준비하고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와 같은 유지 관리 작업
을 수행하려면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십시오.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려면 시스템을 Oracle System Assistant로 재부트해야
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액세스 방법 링크

시작 시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시작 시 Oracle System Assistant 실행 [34]

Oracle ILOM을 사용하여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실행(Oracle ILOM) [35]

Oracle System Assistant는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되지만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또는 사용 안함(BIOS) [164]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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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시 Oracle System Assistant 실행

시스템을 부트하는 동안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또는 사용 안함(BIOS) [164].

1. 서버가 대기 모드 또는 전체 전원 모드인지 확인합니다.

2.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가 서버에 로컬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원격 KVM 세션을 통해 연
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격 시스템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42]을 참조하십시오.

3. 서버를 부트합니다.

모니터에 부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F9 기능 키를 누릅니다.

직렬 키보드에서는 CTRL-O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정보 - Oracle ILOM Remote Console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된 경우 F9 키를 여러 번
누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연으로 인해 서버가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Selected] 텍스트를 포함하여 체크포인트 메시지가 나타납니
다.

Software License Agreement (SLA)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SLA 대화 상자에서 Accept를
눌러 계속합니다.

Launching Oracle System Assistant 화면이 나타난 후 System Overview 화면이 나타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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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BIOS 키 매핑” [185]

■ Oracle System Assistant 문제 해결

■ “서버 전원 켜기 및 끄기” [49]

Oracle System Assistant 실행(Oracle ILOM)

서버에 설정된 원격 KVM 세션을 통해 Oracle ILOM에서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루트 사용자 또는 관리자(a) 및 콘솔(c) 역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Oracle ILOM
(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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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사용자로 Oracle ILOM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액
세스” [37]를 참조하십시오.

■ 이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관리 서버에서 호스트 운영 체제 전원을 꺼야 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Oracle ILOM에서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하기 전에 호스트 운영 체제 전
원을 끄라는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 Oracle ILOM Remote System Console을 시작하고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
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격 시스템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42]을 참조
하십시오.

이 절차에서는 Oracle ILOM SP의 원격 KVM 세션에서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
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맞게
아래 지침을 수행합니다.

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System Information > Summary를 누릅니다.

2. Oracle System Assistant의 Launch 버튼을 누
릅니다.

작은 정보 - Launch 버튼은 페이지 오른쪽의
Actions 패널에 있습니다.
참고 - Oracle System Assistant 창이 아닌
Software License Agreement (SLA) 대화 상자
가 나타나면 SLA 대화 상자에서 Accept를 눌러
계속해서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합니
다.

3. Oracle System Assistant 창에서 서버 설정 작업
수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개별 Oracle
System Assistant 페이지에서 Help 버튼을 누릅
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
스템의 경우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다음을 입력합니다.

/HOST/provisioning/start system-

assistant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시작하라는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2. 원격 시스템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42]에 설명
된 대로 Oracle ILOM Remote Console을 실행
합니다.

3. y를 입력하여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

하거나 n을 입력하여 작업을 취소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창이 나타납니다.

참고 - Oracle System Assistant 창이 아닌
Software License Agreement (SLA) 대화 상자
가 나타나면 SLA 대화 상자에서 Accept를 눌러

다음을 입력합니다.

help /HOST/provisioning/

system-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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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지침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합니
다.

4. Oracle System Assistant 창에서 서버 설정 작업
수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개별 Oracle
System Assistant 페이지에서 Help 버튼을 누릅
니다.

참조 ■ “서버 전원 켜기 및 끄기” [49]

■ 원격 시스템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42]

Oracle System Assistant 종료

1. Oracle System Assistant 내에서 Exit 버튼을 눌러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종료합니다.

2. 시스템 재부트 또는 전원 끄기 중에서 선택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가 종료됩니다. 해당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시스템이 재부트되
거나 전원이 꺼집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Oracle System Assistant UI(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왼쪽의 Task 창, 가
운데 Main 창, UI 하단의 Platform Documentation, Help 및 Exit 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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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및 Main 창

Oracle System Assistant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ask 창 인터페이스 왼쪽에 작업
버튼 8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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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 Main 창이 채워집니다. 일부 작업에는 추가 작업 화면에 액세스
하게 해주는 탭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Oracle System Assistant 기능의 구성과 다양한 하
위 탭 및 작업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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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ystem Assistant 홈 화면

System Information의 System Overview 화면이 Oracle System Assistant 홈 화면입니
다. 홈 화면은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하면 처음 나타나는 화면으로서, 중요한 서버
하드웨어 식별자 정보 및 서버 시스템 펌웨어 버전을 개괄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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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및 ReadMe 파일 보기

설치된 플랫폼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Oracle System Assistant ReadMe 파일(릴리스
노트)을 보려면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System Overview 작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2. System Overview 작업 화면 아래쪽에 있는 Help 버튼을 누릅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및 플랫폼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정보와 함께 ReadMe 파일
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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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하면 다른 버튼을 눌러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플랫폼 설명서 보기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System Overview 작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2. 화면 하단에 있는 Platform Documentation 버튼을 누릅니다.

새 창에 서버별 설명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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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의 파일 액세스

이 절에서는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의 파일에 액세스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운영 체제에서 플래시 드라이브 파일 액세스 [147]

■ Oracle System Assistant 내용 찾아보기 [148]

■ Solaris 10 호스트에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 마운트 [150]

■ Oracle VM 호스트에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 마운트 [151]

■ Linux 호스트에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 마운트 [152]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에는 펌웨어, 소프트웨어 및 제품 설명서 파일이
있습니다. 명령줄이나 파일 브라우저를 사용해 드라이브로 이동하여 이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드라이브에는 웹 브라우저로 볼 수 있는 시스템 설명서가 있습니다.

참고 - 서버 설명서 라이브러리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버에 대한 최근 및 최신 설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업데이트된 설명서가 다운로드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System Assistant)” [193]를
참조하십시오.

운영 체제에서 플래시 드라이브 파일 액세스

명령줄이나 파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운영 체제에서 플래시 드라이브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이나 파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플래시 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드라이브 레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 Oracle Solaris 및 Linux: ORACLE_SSM

■ Oracle VM: ORACLE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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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ORACLE_SSM

플래시 드라이브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 플래시 드라이브가 보이지 않으면 Oracle System Assistant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것
일 수도 있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또는 사용 안함(BIOS) [164]을 참
조하십시오.

■ 플래시 드라이브가 보이지만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플래시 드라이브를 마운트해야
합니다. Oracle Solaris 10 및 Oracle VM 운영 체제에는 마운트해야 할 수도 있지만
Windows, Linux 운영 체제 또는 Solaris 11 운영 체제에서는 마운트할 필요가 없습니
다.

■ Oracle Solaris: Solaris 10 호스트에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 마
운트 [150]

■ Oracle VM: Oracle VM 호스트에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 마운
트 [151]

■ Linux: Linux 호스트에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 마운트 [152]

■ Windows: 마운팅 필요 없음

시스템 설명서를 보려면 /documentation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내용 찾아보기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System Overview 작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의 - 데이터 손실 또는 Oracle System Assistant 기능 손실: 고급 사용자에 한해 Oracle
System Assistant 셸을 사용해야 합니다.

2. Advanced Tasks를 누른 다음 Shell 탭을 누릅니다.

Shell 화면이 나타납니다.

참고 - Import 및 Export 탭은 Oracle System Assistant 1.2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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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t Shell 버튼을 누릅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명령줄 셸 창이 나타납니다.

4.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 내용을 보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cd /sysroot

5. 셸을 종료하려면 exit를 입력합니다.

참조 ■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

■ Solaris 10 호스트에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 마운트 [150]

■ Oracle VM 호스트에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 마운트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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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 호스트에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 마운트 [152]

Solaris 10 호스트에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
라이브 마운트

서버에서 Oracle Solaris 운영 체제를 실행 중인 경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 내용을
표시하거나 액세스하려면 먼저 Oracle System Assistant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마운트해
야 합니다.

1. volfs 서비스를 끄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svcadm disable volfs

2.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rmformat -l

시스템에서 장치 목록을 표시합니다.

Looking for devices...

1. Logical Node: /dev/rdsk/c1t0d0p0

Physical Node:

/pci@0,0/pci108e,484e@1a/hub@1/storage@2/disk@0,0

Connected Device: ORACLE    SSM    PMAP

Device Type: Removable

#

3.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수동으로 읽기 전용 모드로 마운트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mount -F pcfs -o ro /dev/dsk/c1t0d0p1 /mnt

4. Oracle Solaris 내용을 검색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cd /mnt/Solaris

# ls

시스템에서 다음을 표시합니다.

10U10 11

#

5. Oracle System Assistant 장치를 마운트 해제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cd /

# umount /mnt

6. volfs를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svcadm enable volfs



Oracle VM 호스트에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 마운트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151

Oracle System Assistant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이제 마운트됩니다.

Oracle VM 호스트에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 마운트

서버에서 Oracle VM을 실행 중인 경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 내용을 표시하거나 액
세스하려면 먼저 Oracle System Assistant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마운트해야 합니다.

1. 루트 사용자로 Oracle VM 서버에 연결합니다.

2. Oracle System Assistant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장치 매핑을 확인하려면 lsscsi 명령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이 명령이 서버의 저장 장치를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 lsscsi

[0:0:0:0]  disk    SEAGATE ST360057SSUN600G 0805 /dev/sda

[0:0:1:0]  disk    SEAGATE ST32000SSSUN2.0T 0313 /dev/sdb

[0:0:2:0]  disk    SEAGATE ST32000SSSUN2.0T 0313 /dev/sdc

[0:0:3:0]  disk    ATA INTEL SSDSA2BZ30     0362 /dev/sdd

[0:0:4:0]  enclosu ORACLE BLADE14           0903 -

[7:0:0:0]  disk    SUN StorEdge 3511        421F /dev/sde

[7:0:0:1]  disk    SUN StorEdge 3511        421F /dev/sdf

[7:0:0:2]  disk    SUN StorEdge 3511        421F /dev/sdg

[7:0:0:3]  disk    SUN StorEdge 3511        421F /dev/sdh

[9:0:0:0]  disk    SUN CSM200_R             0660 /dev/sdi

[9:0:0:1]  disk    SUN CSM200_R             0660 /dev/sdj

[9:0:0:2]  disk    SUN CSM200_R             0660 /dev/sdk

[9:0:0:3]  disk    SUN CSM200_R             0660 /dev/sdl

[9:0:0:4]  disk    SUN CSM200_R             0660 /dev/sdm

[9:0:0:5]  disk    SUN CSM200_R             0660 /dev/sdn

[11:0:0:0] disk     ORACLE SSM              PMAP /dev/sdo

Oracle System Assistant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ORACLE SSM으로 레이블이 지정되고
이 예에서는 /dev/sdo로 매핑되었습니다.

3. Oracle System Assistant USB 장치의 분할 영역 이름을 확인하려면 fdisk -l /dev/sdo 명령
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이 명령으로 생성되는 출력의 예입니다.

# fdisk -l /dev/sdo
Disk /dev/sdo: 3880 MB, 3880452096 bytes

4 heads, 32 sectors/track, 59211 cylinders

Units = cylinders of 128 * 512 = 65536 bytes

Device Boot Start End   Blocks  Id System

/dev/sdo1 * 17    57344 3668992 ef EFI (FAT-1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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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 사항) Oracle System Assistant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마운트할 때 사용할 마운트
지점을 만듭니다.

예:

# mkdir /mnt/OSA

5. Oracle System Assistant USB 장치를 마운트하려면 3단계에서 확인된 분할 영역 이름 및
기존 마운트 지점 또는 4단계에서 만든 마운트 지점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마운트 명령의 예입니다.

# mount -t vfat -o codepage=850 /dev/sdo1 /mnt/OSA

# ls /mnt/OSA
boot          Firmware    LiveOS       OracleVM    syslinux.cfg

Documentation ldlinux.sys manifest.xml readme.html Versions.txt

EFI           Linux       Oracle       Solaris     Windows

#

Oracle System Assistant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이제 지정된 mount 위치에 마운트됩니다.

Linux 호스트에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
브 마운트

서버에서 Linux 운영 체제를 실행 중인 경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 내용을 표시하거
나 액세스하려면 먼저 Oracle System Assistant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마운트해야 합니
다.

Oracle System Assistant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마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령을 입력합
니다.

#>mkdir /mnt/OSA

#>mount LABEL=ORACLE_SSM /mnt/OSA

#>cd /mnt/OSA

#>ls -l
total 916

drwxr-xr-x 2  root root 4096   Nov 21 07:42 boot

drwxr-xr-x 3  root root 4096   Nov 21 07:42 Documentation

drwxr-xr-x 3  root root 4096   Oct 26 21:05 EFI

drwxr-xr-x 16 root root 4096   Nov 21 07:42 Firmware

-r-xr-xr-x 1  root root 15218  Oct 26 19:10 ldlinux.sys

drwxr-xr-x 5  root root 4096   Nov 21 07:41 Linux

drwxr-xr-x 2  root root 4096   Oct 26 21:05 LiveOS

-rwxr-xr-x 1  root root 787672 Nov 21 08:17 manifest.xml

drwxr-xr-x 2  root root 4096   Nov 21 08:00 Oracle

-rwxr-xr-x 1  root root 78879  Nov 21 07:42 readme.html

drwxr-xr-x 4  root root 4096   Nov 21 07:41 Solaris

-rwxr-xr-x 1  root root 263    Oct 26 21:05 syslinux.cfg

-rwxr-xr-x 1  root root 3755   Nov 21 07:42 Version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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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xr-xr-x 3  root root 4096   Nov 21 07:42 VMware

drwxr-xr-x 4  root root 4096   Nov 21 07:42 Windows

#>

Oracle System Assistant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이제 지정된 위치에 마운트됩니다.

하드웨어 구성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Oracle System Assistant
1.2)

이 절에서는 RAID, Oracle ILOM 및 BIOS 하드웨어 구성 정보를 가져오고 내보내기 위한 지
침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구성 정보를 백업 및 복원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모든 정보는 xml 파일로 가져오고 내보내며, 선택한 각 구성(RAID, Oracle ILOM 및 BIOS)
당 하나씩 수행됩니다. 이러한 xml 파일은 단일 zip 파일에 포함됩니다.

■ 내보내기를 수행할 때 Oracle System Assistant는 선택한 각 구성에 대해 xml이 포함된
zip 파일을 만듭니다.

■ 가져오기를 수행할 때 Oracle System Assistant는 선택한 각 구성에 대해 xml이 zip 파
일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드웨어 구성 내보내기(Oracle System Assistant 1.2)

이 작업을 수행하면 RAID, Oracle ILOM 및 BIOS 구성 정보를 xml 파일로 내보내고, 해당
구성을 복제하기 위해 서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xml 파일은 단일 zip 파일로 제공됩니다.

내보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을 백업하려면, 구성을 내보낸 후 zip 파일을 원래 시스템으로 가져와서 설정을 복
원합니다.

■ 설정을 다른 시스템에 복제하려면, 구성을 내보낸 후 zip 파일을 새 시스템으로 가져옵니
다.

설정을 가져오려면 하드웨어 구성 가져오기(Oracle System Assistant 1.2) [154]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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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vanced > Export Hardware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Export Hardware Configuration 창이 나타납니다.

2. 가져올 구성을 선택합니다.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을 선택할 경우 문장암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3. 전송 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항목에 따라 추가 필드가 나타납니다. 필요한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4. Export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xml 파일을 만들고, 이를 zip으로 압축하고, zip 파일을 전송 방법에 따라 선택된
대상에 기록합니다.

하드웨어 구성 가져오기(Oracle System Assistant 1.2)

이 작업을 수행하면 xml 파일에서 RAID, Oracle ILOM 및 BIOS 구성 정보를 서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를 수행하면 시스템이 xml 파일의 정보와 일치하도록 해당 하드웨어
를 구성합니다.

주의 - 서비스 손실: xml 파일의 정보가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일치하지 않는 시
스템에서 내보낸 경우, 서버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xml 파일은 하드웨어 구성 내보내기(Oracle System Assistant 1.2) [153]에 설명된 대
로 하드웨어 구성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서 생성되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져오려는 각 구성에 대해 xml 파일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파일은 단일 zip 파일에 포함되
어야 합니다.

xml 파일의 내용은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파일을 내보내는 데 사용된 시스템은 파일을
가져오려는 시스템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공통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 모델 번호

■ Oracle ILOM 및 BIOS 버전

■ 디스크 드라이브 구성

■ 옵션 카드

1. Advanced > Import Hardware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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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Hardware Configuration 창이 나타납니다.

2. 가져올 구성을 선택합니다.

Service Processor Configuration을 선택할 경우 문장암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3. 전송 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항목에 따라 추가 필드가 나타납니다. 필요한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4. Import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전송 방법에 따라 식별된 zip으로 압축된 xml 파일로부터 구성 정보를 가져옵니다.

파일이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았으면 시스템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확인 또는 종료할지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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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ystem Assistant 관리

이 절에서는 Oracle System Assistant 유지 관리 절차를 제공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 “업데이트를 위해 Oracle System Assistant 준비” [157]

■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및 사용 안함으로 설정” [163]

■ Oracle System Assistant 키보드 언어 설정 [166]

■ 사용 로그 내보내기(Oracle System Assistant 1.2) [167]

업데이트를 위해 Oracle System Assistant 준비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
다.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157]을 참조하십시오.

■ 서버가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My Oracle Support를 구성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업데이트를 사용으로 설정하도록 MOS 구성 [160]을 참조
하십시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System Assistant가 외부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포트의 네트워크 설정
을 구성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시작하면 Net0에서 DHCP에 연결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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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0이 DHCP 사용 가능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성공입니다.

■ Net0이 DHCP 사용 가능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으면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해야 합니
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수는 서버 하드웨어에 따라 다르며 최대 설치 개수까지 Net0, Net1 등
으로 지정됩니다.

참고 - Oracle System Assistant에 작동 중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Get Updates 작업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적 IP의 이름 서버 및 프록시 정보와 같은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2. Configure Network 작업 버튼을 누릅니다.

서버가 인증이 필요한 프록시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

■ Oracle System Assistant 1.1에서는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Oracle System Assistant 1.2에서는 인증 서버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Configure Network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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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롭다운 목록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은 서버에 표시되는 장치를 식별합니다.

4.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의 주소 설정을 구성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버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 Disabled – 이 장치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DHCP – DHCP(Dynamic Host Control Protocol)를 사용하여 서버에 IP 주소를 자동으
로 지정합니다. 이 옵션이 선택되면 Auto DNS via DHCP 옵션을 선택하여 이름 서버 IP
주소 및 검색 도메인을 자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uto DNS via DHCP 옵션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름 서버 IP 주소

■ (선택 사항) 검색 도메인

■ Static – 서버에 고정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서버 IP 주소

■ Netmask

■ Gateway



Oracle System Assistant 업데이트를 사용으로 설정하도록 MOS 구성

160 Oracle X4 시리즈 서버 관리 설명서 • 2014년 4월

■ HTTP Proxy Configuration –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
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프록시 호스트

■ 프록시 포트

참고 - DHCP Renew 버튼을 누르면 Oracle System Assistant가 DHCP 주소를 가져오려고
시도합니다(Oracle System Assistant 1.2만 해당).

5. Apply Network Settings를 누릅니다.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적용하고 다른 모든 인터페이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지 확인
하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6. 확인 대화 상자에서 Yes를 눌러 계속합니다.

참조 ■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

Oracle System Assistant 업데이트를 사용으로 설정하도
록 MOS 구성

플랫폼 소프트웨어 릴리스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Oracle System Assistant는 서버
가 MOS(My Oracle Support)에서 다운로드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데이트를 수행
하려면 서버 일련 번호가 유효한 MOS CSI(Customer Support Identifier)와 연관되어 있어
야 합니다. 연관된 CSI가 없을 경우 Get Updates Sign In 화면에서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정
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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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에서 서버를 CSI와 연결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참고 - 이 설정 절차는 일회성입니다. 연관이 수행되었으면 구성이 지속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CSI(Customer Support Identifier) - Oracle Premier Support for Systems 구매 확인
서 또는 서버 보증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버 일련 번호 - Oracle System Assistant System Overview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조직 이름

1. http://support.oracle.com에서 MOS에 로그인합니다.

2. More(더 보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Settings(설정) 탭을 선택합니다.

3. Personal(개인) 아래의 왼쪽 창에서 Accounts/Privileges(계정/권한)를 누릅니다.

4. Support Identifiers(고객 번호) 창에서 Request Access(액세스 요청) 버튼을 누릅니다.

Request Access to a Support Identifier(고객 번호에 대한 액세스 요청) 창이 나타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http://support.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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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I가 있으면 Request Access(액세스 요청) 탭의 Support Identifier(고객 번호) 필드
에 입력하고 Request Access(액세스 요청)를 누릅니다.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다음에는 CSI와 연결된 모든 서버에
서 Oracle System Assistant Get Updates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참고 - CSI를 얻을 수 없거나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서버에 대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할 수 없으면 오라클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서버 일련 번호가 있지만 CSI가 없으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Find a Support Identifier(고객 번호 찾기) 탭을 누릅니다.

b.   System Serial Number(시스템 일련 번호) 필드에 서버 일련 번호를 입력합니다.

c.   Organization(조직) 필드에 조직 이름을 입력합니다.

d.   Search(검색)를 누릅니다.

e.   검색 결과 표에서 CSI를 강조 표시하고 Request Access(액세스 요청)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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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다음에는 CSI와 연결된 모든 서
버에서 Oracle System Assistant Get Updates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참고 - CSI를 얻을 수 없거나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서버에 대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할 수 없으면 오라클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및 사용 안함으로 설정

이 절에서는 Oracle System Assistant 작동 및 상태에 영향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
침을 제공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안함(Oracle System Assistant) [163]

■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또는 사용 안함(BIOS) [164]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안함(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Oracle System Assistant를 부트할 수 없으며 호스트 운영 체제가 USB 드라이브에 있는 파
일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보안상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를 다시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또는
사용 안함(BIOS) [164]에서 설명한 대로 BIOS Setup Utility Boot 메뉴를 사용합니다.

1. Preferences를 누른 다음 Disable Oracle System Assistant 탭을 누릅니다.

Disable Oracle System Assistant 화면이 나타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또는 사용 안함(BIOS)

164 Oracle X4 시리즈 서버 관리 설명서 • 2014년 4월

2. Disable Oracle System Assistant를 누릅니다.

3. 확인하려면 Yes를 누릅니다.

시스템이 재부트됩니다.

참조 ■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

■ UEFI 또는 Legacy 부트 모드(BIOS) 선택 [188]

■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또는 사용 안함(BIOS) [164]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또는 사용 안함(BIOS)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또는 사용 안함(BIOS)

Oracle System Assistant 관리 165

BIOS Setup Utility Boot 메뉴의 Oracle System Assistant Configuration 설정을 사용하
여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면 Oracle System Assistant를 부트할 수
없으며 호스트 운영 체제가 USB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보안상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USB 장치를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
십시오.

1. 서버 BIOS Setup Utility에 액세스합니다.

BIOS Setup Utility 메뉴 액세스 [180]를 참조하십시오.

2. Boot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OSA Configuration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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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SA Internal Support 설정에 대해 Enabled(또는 Disabled)를 선택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5. 저장하고 BIOS Setup Utility를 종료하려면 F10 키를 누릅니다.

서버가 부트됩니다.

참조 ■ “BIOS Setup Utility 액세스” [47]

Oracle System Assistant 키보드 언어 설정

Keyboard Language 작업을 통해 Oracle System Assistant에 대한 키보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Keyboard Language 작업 설정은 Oracle System Assistant에만 적용되며 셸 명령줄
인터페이스에 적용되거나 서버 운영 체제의 키보드 언어를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키보드 언어를 설정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1. Preferences를 누른 다음 Keyboard Language 탭을 누릅니다.

Keyboard Language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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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롭다운 목록에서 키보드 언어를 선택합니다.

옵션에는 English(US), French, German, Italian, Spanish 및 Swedish가 포함됩니다.

3. Save Setting을 누릅니다.

참조 ■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

사용 로그 내보내기(Oracle System Assistant 1.2)

Oracle System Assistant 릴리스 1.2에서는 SCP(보안 복사)를 사용해서 사용 로그 파일을
USB 드라이브, FTP 서버 또는 네트워크 위치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에는 각 Oracle System Assistant 작업에 대한 추적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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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정보 보안. 사용 로그 파일에는 보안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
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1. Advanced Tasks 버튼을 누른 후 Export Usage Log 탭을 누릅니다.

Export Usage Log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내보내기 방법(대상)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채웁니다.

로그는 Oracle System Assistant USB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3. Export Usage Log 버튼을 누릅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가 파일을 구성된 위치에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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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ystem Assistant 문제 해결

Oracle System Assistant가 실행되지 않거나 서버에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서버에 Oracle System Assistant가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를 경우 이 절의
절차에 따라 Oracle System Assistant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한 후 해당 기능을 복원하십
시오.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다룹니다.

■ Oracle System Assistant 문제 해결 및 확인 [170]

■ Oracle System Assistant 매체 무결성 검사 [172]

■ Oracle System Assistant 소프트웨어 복원 [174]

Oracle System Assistant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지원되는 서버마다 Oracle System Assistant가 설치되어 있지만 Oracle System
Assistant 설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버 주문 프로세스에서 설치를 선택하
지 않으면 됩니다.

■ F9 키를 눌러 서버 시작 중에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서 서버 부트 프롬프트를 확인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KVM이
연결된 서버 로컬에서 수동으로 실행 및 작동하거나 Remote Console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Oracle ILOM에서 원격으로 실행 및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행 방법에 관계없이 서버 부트가 필요합니다. 서버가 Oracle System Assistant로 부트
되어야 합니다.

■ Oracle System Assistant는 서버 운영 체제에 저장 장치로 표시되는 내장된 USB 드라이
브에 설치됩니다. 파일 브라우저 또는 명령줄 인터페이스에서 장치를 확인하고 장치를 탐
색하여 Oracle System Assistant 파일 시스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Oracle System Assistant는 물리적 장치에 상주하므로 서버 내부에 액세스하여 USB 드
라이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안 기능을 사용하여 USB 드라이브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고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하여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운영 체제, Oracle ILOM 또는 BIOS Setup Utility에 액
세스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사용 안함 상태일 경우 Oracle System Assistant
를 실행할 수 없으며 서버 BIOS Setup Utility를 사용하여 장치를 사용으로 설정하고 다
시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는 작업만 가능합니다.

■ 서버에 설치되어 있고, BIOS Setup Utility에서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손상되지 않
은 경우 Oracle System Assistant가 실행됩니다.

■ Oracle System Assistant가 손상되면 초기에 서버에 설치한 Oracle System Assistant
이미지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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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ystem Assistant 문제 해결 및 확인

서버에서 Oracle System Assistant를 지원하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서버에 사전 설치됩
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Oracle System Assistant가 보이지 않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경우
Oracle System Assistant가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손상되었거나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
다.

Oracle System Assistant 상태를 확인하고 서버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
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이 절차는 로컬에서 수행됩니다.

1.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를 실행하려면 시작 시 Oracle System Assistant 실행 [34] 절차
에서 설명한 대로 서버를 부트합니다.

다음 순서도와 정보를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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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9 프롬프트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Oracle System Assistant F9 프롬프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3단계로 진행하여 BIOS
Setup Utility를 확인합니다.

■ Oracle System Assistant F9 프롬프트가 나타나지만 F9 키를 눌러도 Oracle System
Assistant가 실행되지 않으면 Oracle System Assistant 소프트웨어를 복원하고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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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시 시도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복원하려면  Oracle System Assistant 소프트웨어
복원 [174]을 참조하십시오.

서버에 설치되어 있고, BIOS Setup Utility에서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손상되지 않
은 경우 Oracle System Assistant가 실행됩니다.

3. BIOS Setup Utility에서 Oracle System Assistant USB 드라이브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었
는지 확인합니다.

■ 장치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경우 사용으로 설정하고 1단계부터 다시 시도합니다.
USB 드라이브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 또는 사용 안함
(BIOS) [164]을 참조하십시오.

■ 장치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지 않거나 BIOS Setup Utility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서버의 물리적 검사를 수행합니다.

서버에 설치되어 있고, BIOS Setup Utility에서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손상되지 않
은 경우 Oracle System Assistant가 실행됩니다.

4. 서버의 물리적 검사를 수행하여 Oracle System Assistant USB 드라이브가 서버에 물리적으
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내부 USB 포트 액세스 지침 및 위치는 서버 하드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장치가 있을 경우 Oracle System Assistant 소프트웨어가 손상되어 복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소프트웨어를 복원하고 1단계부터 다시 시도합니
다. 소프트웨어를 복원하려면  Oracle System Assistant 소프트웨어 복원 [174]을 참
조하십시오.

■ 장치가 없을 경우 오라클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합니다.

서버에 설치되어 있고, BIOS Setup Utility에서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손상되지 않
은 경우 Oracle System Assistant가 실행됩니다.

참조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

Oracle System Assistant 매체 무결성 검사

Media Integrity Check 작업에서는 내부 Oracle System Assistant 매체 파일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이 작업은 USB 장치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Oracle 서비스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 - Oracle System Assistant 1.2는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검사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1.1은 이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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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버전의 Oracle System Assistant가 손상된 경우 My Oracle Support 사이트에서
Oracle System Assistant Updater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ystem Assistant 소프트웨어 복원 [174]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ystem Assistant USB 매체의 무결성을 확인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1. Advanced Tasks를 누른 다음 Media Integrity Check 탭을 누릅니다.

Media Integrity Check 화면이 나타납니다.

2. Check Integrity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에서 내부 Oracle System Assistant USB 장치를 테스트하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테
스트에서는 예상 실행 시간을 제공합니다. 언제라도 테스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조 ■ Oracle System Assistant 소프트웨어 복원 [174]

■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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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ystem Assistant 소프트웨어 복원

Oracle System Assistant 소프트웨어가 지워지거나 손상되거나 덮어쓴 경우 My Oracle
Support 사이트에 제공되는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Oracle System Assistant를 USB
장치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소프트웨어를 복원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서버 부트 메시지에 대한 로컬 또는 원격 보기 및 응답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서버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My Oracle Support 웹 사이트에서 알맞은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해당 서버에 알맞은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서버에 대한 업데이트 이미지의 패키지 이름
은 다음과 같습니다.
system_name and SW version -- Oracle System Assistant

My Oracle Support 액세스 및 이 이미지 다운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플랫폼 소프트웨
어, 드라이브 및 펌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Oracle System Assistant) [194]를 참조하십
시오.

2. 서버에서 업데이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여 물리적인 DVD 이미지를 레코딩합니다.

서버에 연결된 DVD 드라이브에서 DVD를 설치합니다.

■ Oracle ILOM Remote Console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ISO 이미지로 서버에서 업
데이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서버를 재설정하거나 전원을 켭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로컬 서버에서 서버 전면 패널에서 약 1초간 전원 버튼을 눌러 서버를 끈 다음 전원 버튼
을 다시 눌러 서버를 켭니다.

■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Host Management > Power Control을 누르고
Select Action 드롭다운 목록에서 Reset을 선택합니다.

■ 서버 SP의 Oracle ILOM CLI에서 reset /System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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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러한 이벤트는 매우 빠르게 수행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화면에 나타났다 금방 사
라지므로 주의 깊게 보십시오.

4. BIOS 화면에서 F8 키를 눌러 Oracle System Assistant 설치를 위한 임시 부트 장치를 지정
합니다.

Please Select Boot Device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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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버에서 복구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에 따라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
다.

참고 - Please Select Boot Device 메뉴에 나열된 항목은 시스템이 Legacy 부트 모드 또는
UEFI 부트 모드로 부트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복구 DVD를 레코딩하고 DVD를 연결된 DVD 드라이브에 놓은 경우 Please Select
Boot Device 메뉴에 나온 대로 SATA:HDD:P4:TSSTcorp CDDVDW TS-T633C를 선택한 다
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Oracle ILOM Remote Console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지정된 DVD 또는 ISO 이
미지로 서버에서 복구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Please Select Boot Device
메뉴에 나온 대로 USB:VIRTUAL:AMI Virtual CDROM 1.00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
릅니다.

메시지가 나타나고 복구 프로세스를 계속할지 물어봅니다.

6. Oracle System Assistant 이미지를 복구하려면 yes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복구 프로세스 진행률을 나타내는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복구 프로세스를 중단하지 마
십시오.

복구 프로세스가 끝나면 USB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확인 프롬프트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USB 장치가 성공적으로 확인되었다는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이 재부트되고 Oracle System Assistant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 USB 드라이브 확인을 건너뛰려면 no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서버가 Oracle System Assistant로 부트됩니다.

■ USB 드라이브를 확인하려면 yes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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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프로세스가 끝나면 서버가 Oracle System Assistant로
부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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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설정 및 구성

이 절에서는 시스템에서 BIOS Setup Utility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Legacy 또는 UEFI
부트 모드 선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BIOS Setup Utility” [179]

■ “Legacy 및 UEFI 부트 모드” [186]

Legacy BIOS가 가진 여러 가지 제한을 극복한 UEFI BIOS(Unified Extensible Firmware
Interface 호환 가능 BIOS)가 시스템에 제공됩니다. 그러나 UEFI 부트 모드로 부트할 수 없
는 운영 체제도 있으므로 UEFI BIOS는 부트 모드 선택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값은 Legacy
부트 모드입니다.

BIOS Setup Utilit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IOS Setup Utility

이 절에서는 BIOS Setup Utility에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BIOS Setup Utility 메뉴 개요

BIOS Setup Utility는 시스템을 시작하거나 재설정한 후 F2 키를 눌러 BIOS POST(Power
On Self Test)를 중단하여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IOS Setup Utility 메뉴 액세
스 [180]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BIOS Setup Utility 메뉴 액세스 [180]

■ BIOS Setup Utility 종료 [182]

■ BIOS Setup Utility 메뉴 탐색 [183]

■ UEFI 지연 동기화 설정 [186]

다음 표에서는 최상위 BIOS Setup Utility 메뉴 탭을 설명합니다.



BIOS Setup Utility 메뉴 액세스

180 Oracle X4 시리즈 서버 관리 설명서 • 2014년 4월

메뉴 설명

Main 메모리, 시간 및 날짜, 보안 설정, 시스템 일련 번호, CPU 및 DIMM 정보 등
일반적인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dvanced 보안 컴퓨팅, USB 등 CPU의 구성 설정을 제공합니다.

IO 옵션 ROM을 사용/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Boot 내부 Oracle System Assistant 지원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 부트 모
드를 Legacy 또는 UEFI로 설정, 부트 장치 우선 순위 구성 등의 작업을 수행
합니다.

UEFI Driver Control UEFI/BIOS 부트 모드가 UEFI로 설정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UEFI 부트 옵
션만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Save and Exit 변경 사항 저장 및 종료, 변경 사항 취소 및 종료, 변경 사항 취소 또는 최적값
이나 비상-안전 기본값 로드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관련 정보

■ BIOS Setup Utility 메뉴 액세스 [180]

■ BIOS Setup Utility 메뉴 탐색 [183]

BIOS Setup Utility 메뉴 액세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액세스 인터페이스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서버에 직접 연결된 USB 키보드 및 VGA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BIOS Setup Utility 작업
에 마우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서버의 후면 패널에 있는 직렬 포트를 통해 연결된 터미널 또는 컴퓨터에 연결된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사용합니다.

■ Oracle ILOM Remote Console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격 시스템 콘솔 재지정 세션 실행 [42]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그림은 블레이드 시스템의 연결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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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서버를 재설정하거나 전원을 켭니다.

■ 로컬 서버에서 – 서버의 전면 패널에서 Power 버튼을 눌러 서버를 끈 다음 Power 버튼
을 다시 눌러 서버를 켭니다.

■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 Host Management > Power Control을 누르고
Select Action 드롭다운 목록에서 Reset을 선택합니다.

■ 서버 SP의 Oracle ILOM CLI에서 – reset /System을 입력합니다.

POST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버 서비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BIOS Setup Utility로 들어가려면 프롬프트가 표시될 때 F2 키(직렬 연결의 경우 Ctrl+E)를
누릅니다.

BIOS Setup Utility: Main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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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BIOS Setup Utility 메뉴 탐색 [183]

■ “BIOS 키 매핑” [185]

BIOS Setup Utility 종료

1. 최상위 Save & Exit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종료 작업을 선택합니다.

3. 옵션을 선택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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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IOS Setup Utility를 종료하려면 확인 대화 상자에서 OK를 선택합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BIOS Setup Utility를 종료하거나 다른 종료 옵션을 선택합니다.

■ 또는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BIOS Setup Utility를 종료하려면 Save & Exit 메뉴를 선택
한 후 Save Changes and Reset을 선택합니다.

■ 또는 종료 프로세스를 중지하려면 Cancel을 선택합니다.

참고 - BIOS 설정을 수정하고 Save & Exit 메뉴에서 Save Changes and Reset을 선택한 후
의 다음 재부트는 수정된 설정이 없는 일반적인 재부트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연 시간은 BIOS 설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 Oracle ILOM과 동기화되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
다.

참조 ■ BIOS Setup Utility 메뉴 액세스 [180]

BIOS Setup Utility 메뉴 탐색

화면에 나열된 메뉴나 옵션을 탐색하려면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메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이나 필드는 컬러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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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Setup Utility에서 이동 및 설정 변경 방법은 메뉴의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온라인
탐색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메뉴의 오른쪽 위에는 메뉴 선택 항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
다.

1. BIOS Setup Utility에 액세스합니다.

a.   시스템을 부트합니다.

콘솔 화면에 부트 메시지가 스크롤됩니다.

b.   연속으로 F2 키(또는 직렬 터미널에서 Ctrl +E)를 누릅니다.

BIOS Setup Utility 주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다른 기본 메뉴 옵션을 선택하려면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각 메뉴 옵션을 선택할 때 해당 메뉴 옵션에 대한 최상위 화면이 나타납니다.

3. 최상위 화면에서 옵션을 선택하려면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표시된 옵션을 이
동합니다.

■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를 때 수정 가능한 옵션이 강조 표시됩니다.

■ 옵션을 선택할 때 필드를 수정할 수 있는 경우 옵션 수정을 위한 지침이 화면의 오른쪽 열
에 나타납니다.

■ 필드가 하위 화면에 대한 링크인 경우 하위 메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 열에 나타납
니다.

4. + 또는 - 키(더하기 또는 빼기 키)를 누르거나 Enter 키를 누르고 대화 상자 메뉴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설정 필드를 수정합니다.

5. 하위 메뉴에서 이전 메뉴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최상위 메뉴에서 Esc 키를 누르는 것은 Save and Exit 메뉴에서 Discard Changes and Exit
옵션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6. 필요에 따라 매개변수를 수정합니다.

7. 변경 사항을 저장하거나 취소하고 BIOS Setup Utility를 종료하려면 F10 키를 누릅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BIOS Setup Utility를 종료하려면 Save & Exit 메뉴를 선택한 후 Save
Changes and Reset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BIOS 설정을 수정하고 Save & Exit 메뉴에서 Save Changes and Reset을 선택한 후
의 다음 재부트는 수정된 설정이 없는 일반적인 재부트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연 시간은 BIOS 설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 Oracle ILOM과 동기화되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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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BIOS Setup Utility 설정 데이터가 잘못된 경우 BIOS 설정이 출하 시의 기본값으로 돌
아갑니다.

BIOS 키 매핑

Oracle ILOM Remote Console 기능을 사용하여 터미널에서 BIOS 출력을 볼 때 일부 터미
널에서는 기능 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렬 재지정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BIOS에서는 기
능 키-Ctrl 키 시퀀스 매핑을 지원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기능 키-Ctrl 키 매핑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기능 키 Ctrl 키 시퀀스 BIOS POST 기능 BIOS 설정 기능

F1 Ctrl+Q 해당 사항 없음 BIOS Setup Utility Help
메뉴를 활성화합니다.

F2 Ctrl+E 시스템에서 POST
(Power-On Self-Test)
를 수행하는 동안 BIOS
Setup Utility에 진입합니
다.

해당 사항 없음

F7 Ctrl+D 해당 사항 없음 변경 사항을 취소합니다.

UEFI Driver Control 메뉴
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F8 Ctrl+P BIOS Boot 메뉴를 활성화
합니다.

해당 사항 없음

F9 Ctrl+O Oracle System Assistant
를 실행합니다. 이 일회성
부트 방법의 경우 BIOS
에서 현재 Boot Option
Priority 목록을 우회하고
Oracle System Assistant
로 부트합니다.

Load Optimal Values 대
화 상자 메뉴를 활성화합
니다.

UEFI Driver Control 메뉴
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F10 Ctrl+S 해당 사항 없음 Save and Exit 대화 상자
메뉴를 활성화합니다.

UEFI Driver Control 메뉴
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F12 Ctrl+N 네트워크 부트를 활성화합
니다.

해당 사항 없음

관련 정보

■ BIOS Setup Utility 메뉴 액세스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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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I 지연 동기화 설정

특정 BIOS 설정을 변경한 경우 부트 프로세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는 여러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설정을 동기화하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 UEFI 지연 동기화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POST 메시지가 끝난 후 이 중단이 발생합
니다.

■ UEFI 지연 동기화가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POST 메시지가 시작되기 전에 이
중단이 발생합니다.

1. BIOS Setup Utility에 액세스합니다.

a.   시스템을 부트합니다.

콘솔 화면에 부트 메시지가 스크롤됩니다.

b.   연속으로 F2 키(또는 직렬 터미널에서 Ctrl +E)를 누릅니다.

BIOS Setup Utility 주 화면이 나타납니다.

2. BIOS Main 메뉴 화면에서 Advanced > UEFI Configuration Synchronization을 선택합니
다.

3. Synchronization Late에 대해 Enabled 또는 Disabled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Enabled입니다.

4.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화면을 종료하려면 F10 키를 누릅니다.

Legacy 및 UEFI 부트 모드

시스템에는 UEFI(Unified Extensible Firmware Interface) 사양을 기반으로 한 UEFI BIOS
가 제공됩니다.

UEFI BIOS는 Legacy BIOS 버전에 비해 이점이 많지만 부트 방법이 일부 운영 체제와 호환
되지 않고, 일부 구성에서는 최상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Legacy 부트 모드나
UEFI 부트 모드로 부트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egacy 부트 모드가 기본값입
니다.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전에 부트 모드를 한 번만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운영 체제를 설
치한 후에 부트 모드를 변경할 경우 운영 체제를 부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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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I 부트 모드를 지원하는 운영 체제 목록은 제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Legacy 부트 모드 또는 UEFI BIOS 부트 모드 선택 시점

Legacy 부트 모드 또는 UEFI 부트 모드 간 선택 옵션이 사용 가능한 경우 UEFI 부트 모드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 빠르게 부트됩니다.

■ Legacy 옵션 ROM 주소 제약 조건을 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밖의 BIOS 부트 모드
고려 사항” [187]을 참조하십시오.

■ 2TB(테라바이트)를 초과하는 운영 체제 부트 분할 영역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
제의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버 제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PCIe 장치 구성 유틸리티를 BIOS Setup Utility 메뉴와 통합합니다.

■ 부트 목록에서 부트 가능한 운영 체제 이미지를 레이블 지정된 엔티티로 표시합니다. 예
를 들어, 원시 장치 레이블이 아닌 Windows 부트 관리자 레이블이 표시됩니다.

■ 효율적인 전원 및 시스템 관리를 제공합니다.

■ 강력한 시스템 안정성 및 결함 관리를 포함합니다.

■ UEFI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Legacy BIOS 부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 운영 체제가 UEFI 부트 모드의 부트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 HBA 및 Express Module 장치에 옵션 ROM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밖의 BIOS 부트 모드 고려 사항

Legacy BIOS 부트 모드를 선택하면 HBA 및 Express Module 장치에 옵션 RO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EFI 부트 모드를 선택하면 UEFI 드라이버가 사용됩니다.

참고 - 운영 체제는 처음 설치 시에 설정된 부트 모드 등록 정보 값으로만 부트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를 설치한 후 부트 모드 등록 정보 값을 변경하면 운영 체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트되지 않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트 모드 등록 정보 값을 다시 초기 설정으로 변경해
야 합니다.

선택한 부트 모드를 지원하는 장치만 BIOS 부트 화면에 나열됩니다. UEFI 부트 모드를 선택
할 경우 UEFI BIOS 부트 모드를 지원하는 부트 후보만 BIOS Setup Utility 화면의 부트 순서
목록에 나열됩니다. Legacy BIOS 부트 모드를 선택할 경우 Legacy BIOS 부트 모드를 지원
하는 부트 후보만 부트 순서 목록에 나열됩니다.

참고 - 부트 모드를 변경하면 설치된 운영 체제를 부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 부트 모드
의 부트 후보가 사라집니다. 새로 변경된 부트 모드에 대한 부트 후보는 Save Changes and
Reset BIOS 명령을 실행한 후에 나타나고, 다음에 BIOS Setup Utility로 부트한 후에도 화면
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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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부트 모드와 UEFI 부트 모드 간에 전환할 경우(어느 방향으로나) Boot Option
Priority List 설정에 영향을 주는 BIOS 설정이 변경되고 원래 설정은 사라집니다. 다시 전
환하려면 BIOS 구성을 백업하십시오. BIOS 설정 백업, 복원 및 되돌리기(Oracle System
Assistant 1.1) [133]를 참조하십시오.

UEFI 부트 모드를 지원하는 운영 체제 목록은 서버 제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Legacy 부트 모드가 필요한 운영 체제도 있고 둘 중 한 가지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는 운영
체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체제가 설치된 후에는 설치 중에 사용된 부트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트 모드 보기 및 변경

다음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서버에서 부트 모드를 보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 BIOS Setup Utility. BIOS Setup Utility를 사용해서 대상 부트 모드를 보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EFI 또는 Legacy 부트 모드(BIOS) 선택 [188]을 참조하십
시오.

■ 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해서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경우 운영 체제 설치(Oracle System Assistant) [112]의 설명에 따라 Oracle System
Assistant Install Operating System 화면에서 서버에 대한 대상 부트 모드를 보거나 설
정할 수 있습니다.

■ Oracle ILOM. Oracle ILOM SP CLI 또는 웹 인터페이스에서 부트 모드를 볼 수 있습
니다. Oracle ILOM SP 웹 인터페이스에서 서버의 대상 부트 모드를 보려면 System
Management > BIOS를 누릅니다. 또는 Oracle ILOM SP CLI에서 보려면 show /
System/BIOS를 입력합니다.

UEFI 또는 Legacy 부트 모드(BIOS) 선택

사용 중인 시스템에서 Legacy 및 UEFI 부트 모드를 둘 다 지원합니다.

참고 - 운영 체제는 처음 설치 시에 설정된 부트 모드 등록 정보 값으로만 부트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를 설치한 후 부트 모드 등록 정보 값을 변경하면 운영 체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트되지 않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트 모드 등록 정보 값을 다시 초기 설정으로 변경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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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Setup Utility를 사용해서 서버에서 대상 부트 모드를 보거나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BIOS Setup Utility에 액세스합니다.

a.   시스템을 부트합니다.

콘솔 화면에 부트 메시지가 스크롤됩니다.

b.   연속으로 F2 키(또는 직렬 터미널에서 Ctrl +E)를 누릅니다.

BIOS Setup Utility 주 화면이 나타납니다.

2. BIOS Main 메뉴 화면에서 Boot를 선택합니다.

3. Boot 화면에서 UEFI/BIOS Boot Mode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UEFI/BIOS Boot Mode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참고 - 부트 모드를 전환한 후에는 부트 순서 목록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 부트 모드를
지원하는 장치로 부트 순서 목록을 올바르게 채우려면 시스템을 재부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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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Legacy 또는 UEFI 부트 모드를 선택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5.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화면을 종료하려면 F10 키를 누릅니다.

참조 ■ UEFI 또는 Legacy 부트 모드(BIOS) 선택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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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펌웨어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이 절에서는 업데이트된 서버의 펌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
합니다.

업데이트는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여러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업데이트 및 도구에 대해 설명하며 업데이트 다운로드 및 설치를 위한 지침을 제
공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구 기능 링크

모든 도구 다운로드 도구 및 유형의 개요를 제공합니
다.

“업데이트 및 도구 개요” [191]

Oracle System
Assistant

업데이트를 가져와 설치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
(Oracle System Assistant)” [193]

Oracle ILOM Oracle ILOM 및 BIOS 펌웨어를 업데이트
합니다.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 펌웨어 업데이트
(Oracle ILOM)” [200]

Oracle HMP Oracle HMP를 사용하여 펌웨어 업데이트
를 설치합니다.

“SP 및 BIOS 펌웨어와 HBA 펌웨어 업데이
트(Oracle HMP)” [201]

My Oracle
Support

My Oracle Support에서 업데이트를 가져
옵니다.

“MOS 또는 PMR에서 펌웨어 및 소프트웨
어 얻기” [202]

업데이트 및 도구 개요

서버에 대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업데이트는 소프트웨
어 릴리스로 제공되며 서버에 대해 사용 가능한 펌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드라이버, 도
구 및 유틸리티를 포함하는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패치) 세트입니다. 이러한 모든 파일은 함
께 테스트되었고 서버에서의 실행도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릴리스가 제공되면 바로 서버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
다. 소프트웨어 릴리스에는 대개 버그 수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버 업데이트를 통해 서버
가 최신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소프트웨어 릴리스의 각 패치와 함께 제공되는 ReadMe 문서에는 이전 소프트웨어 릴리스
에서 변경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재 릴리스에서 수정된 버그 등과 같은 패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서버 제품 안내서에는 서버에서 지원되는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스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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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름 지정 규칙

업데이트 이름은 server_and_release DOWNLOAD_NAME operating system 형식으로
지정됩니다.

■ server_and_release는 서버 이름 및 릴리스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Sun Server X4-2
SW 1.0입니다.

■ DOWNLOAD_NAME은 다음 표에 있는 컨텐츠 유형입니다.

■ operating system은 운영 체제별 컨텐츠입니다. OS 팩 다운로드에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Oracle Linux 5U7의 Sun Server X4-2, SW 1.1에 대한 다운로드는 다음과 같습
니다.

X4-2 SW1.1 OS PACK OL_5U7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유형

다음 표에서는 다운로드 및 다운로드에 사용되는 도구를 설명합니다.

■ 다음 표에서는 여러 다운로드 유형을 나열하고 설명합니다.

■ 다음 표에서는 도구를 나열하고, 도구가 지원하는 다운로드 설치 유형 및 필요한 환경을
도구별로 보여줍니다.

다운로드 이름 설명

OS 팩 특정 운영 체제의 모든 도구, 드라이버 및 유틸리티 패키지를 포함합니다. 지원되
는 각 운영 체제 버전에 OS 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는 Oracle Hardware Management Pack 및 LSI MegaRAID 소
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Windows 운영 체제의 경우 Intel Network Teaming도 OS 팩에 들어 있습니다.

펌웨어 팩 Oracle ILOM, BIOS 및 옵션 카드 펌웨어를 비롯한 모든 시스템 펌웨어를 포함합
니다.

진단 Oracle VTS 진단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acle.com/
pls/topic/lookup?ctx=OracleVTS7.0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팩 펌웨어 팩, 모든 OS 팩 및 모든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racle VTS 또는 Oracle System Assistant 이미지는 이 팩에 포함되어 있지 않
습니다.

ORACLE SYSTEM
ASSISTANT UPDATER

Oracle System Assistant를 업데이트합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사용되는 도구

다음 표에서는 다운로드 유형과 각 유형이 사용되는 도구 및 각 도구에 필요한 환경을 보여줍
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OracleVTS7.0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OracleVT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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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다운로드 환경

My Oracle
Support

모든 다운로드 유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릴
리스별로 검색하십시오.

온라인

My Oracle Support에서는 다운로드를 제공하지만 설치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MOS 또는 PMR에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얻기” [202]를 참
조하십시오.

Oracle
System
Assistant

진단을 제외하고 오래된 모
든 항목을 다운로드합니다.

아웃오브밴드. Oracle System Assistant로 시스템을 부트해야 합
니다.

설치 옵션을 사용하여 선택한 업데이트를 설치하거나 모든 업데이
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System
Assistant)” [193]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ILOM

Oracle ILOM 및 BIOS 전
용 펌웨어 팩

Oracle ILOM. 운영 체제가 실행되는 동안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설치하는 동안 운영 체제를 재부트해야 합니다.

BIOS 및 SP 펌웨어 또는 CMM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ILOM) [200]를 참조하십시오.

Hardware
Management
Pack

Oracle ILOM 및 BIOS를
포함하는 모든 펌웨어 팩

운영 체제 명령줄 또는 셸에서 인밴드. 업데이트가 설치되면 운영
체제가 부트됩니다.

먼저 My Oracle Support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SP 및 BIOS 펌웨어와 HBA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HMP)” [201]를 참조하십시오.

명령줄 또는
셸

OS 팩 및 진단 명령줄이나 셸에서 OS 팩은 설치할 수 있지만 서버를 재부트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팩에 제공된 운영 체제 설명서
또는 readme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OracleVTS7.0에
서 설명한 대로 Oracle VTS 진단을 설치하십시오.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System Assistant)

이 절에서는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일부 또
는 전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 두 단계로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시스템 펌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1.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및 펌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
(Oracle System Assistant) [194] 또는 로컬 위치에서 플랫폼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및 펌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Oracle System Assistant) [195]를 참조하십시오.

2. 업데이트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System
Assistant) [197]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ystem Assistant는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를 모두 다운로드하고 모든 업데이트를 설
치하거나 선택한 업데이트만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OracleVT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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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서버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웹에 액세스하기 위해
Oracle System Assistant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포트를 구성하고, 다운로드를 가져올 권한
을 서버에 부여하도록 My Oracle Support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를
위해 Oracle System Assistant 준비” [157]를 참조하십시오.

플랫폼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및 펌웨어 업데이트 다운로
드(Oracle System Assistant)

이 절차에 따라 Get Updates 작업을 통해 Oracle System Assistant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때 Oracle System Assistant가 My Oracle Support에 연결하여 시스템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단일 번들을 다운로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웹에 액세스하도록 Oracle System Assistant를 구성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구성(Oracle System Assistant) [157]을 참조하십시
오.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2. Get Updates 작업 버튼을 누릅니다.
Get Update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 시스템이 시작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확인하려면 확인란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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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acle System Assistant 1.2 이상에서 Get Remote Updates 탭이 아직 선택되지 않았으
면 누릅니다.

4. 새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확인하려면 Check for Updates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 최신 버전 외에 다른 버전을 가져오려면 Available Updates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
합니다. 이 목록은 Oracle System Assistant 1.2 이상에서 제공됩니다.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해당 업데이트의 readme 파일이 표시됩니다.

5. 업데이트를 가져오려면 Download and Apply Updates 버튼을 누릅니다.

Get Updates Sign-In 화면이 나타납니다.

6. MOS(My Oracle Support)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MOS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 사인인 프로세스가 중지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서버가업데이트
를 가져올 수 있도록 My Oracle Support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서버가 업
데이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My Oracle Support를 구성하려면 Oracle System Assistant 업
데이트를 사용으로 설정하도록 MOS 구성 [160]을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가 다운로드되고 서버를 재부트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7. OK를 선택합니다.

서버가 재부트되고 Oracle System Assistant가 다시 시작됩니다.

업데이트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참조 ■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System Assistant) [197]

■ “Oracle System Assistant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 [141]

로컬 위치에서 플랫폼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및 펌웨어 업
데이트 다운로드(Oracle System Assistant)

이 절차에 따라 ISO 파일 또는 DVD와 같은 로컬 장치에서 Oracle System Assistant를 업데
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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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수행하면 Oracle System Assistant가 시스템을 로컬 장치의 소프트웨어로 업데이
트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Oracle System Assistant 1.2 이상이 필요합니다.

1. “MOS 또는 PMR에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얻기” [202]에 설명된 대로 업데이트 복사본
을 가져옵니다.

■ USB 또는 DVD 드라이브에서 업데이트를 설치하려면 업데이트 파일을 매체에 기록하고
매체를 드라이브에 둡니다.

■ 네트워크 위치에서 설치하려면 해당 위치에 업데이트 파일을 기록합니다.

2.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3. Get Updates 작업 버튼을 누릅니다.

Get Update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Get Local Updates 탭을 누릅니다.

Local Update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매체 위치를 선택합니다.

선택 옵션은 USB, CD/DVD 또는 네트워크 위치입니다.

또 다른 드롭다운 목록이 나타납니다.

6. 두번째 드롭다운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은 5단계의 선택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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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한 매체를 찾아보려면 Show Update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선택한 매체가 표시되고 매체 파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8. Get Updates를 누릅니다.

서버가 재부트되고 Oracle System Assistant가 다시 시작됩니다.

업데이트를 설치하려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System
Assistant) [197]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System
Assistant)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서버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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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하면 시스템 펌웨어(BIOS 및 Oracle ILOM SP) 및 시스템의 하
드웨어 장치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 사항 미리 보기,
버전 번호 비교, 업데이트할 구성 요소를 수동으로 선택, 모든 펌웨어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
하도록 선택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모든 펌웨어 구성 요소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참고 - 일부 펌웨어 구성 요소는 펌웨어 업데이트 직후 서버를 재부트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
우 업데이트 프로세스 중에 서버가 자동으로 한 번 이상 재부트될 수 있습니다.

Oracle ILOM/SP 업데이트에 걸리는 시간은 Oracle ILOM의 로컬 호스트 상호 연결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Oracle ILOM의 로컬 호스트 상호 연결 설정이 호스트 관리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true)
내부 호스트-ILOM 상호 연결이 사용됩니다. 이 설정이 기본값이며 가장 빠릅니다.

■ Oracle ILOM의 로컬 호스트 상호 연결 설정이 호스트 관리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false)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 업데이트를 위해 Oracle System Assistant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를 위
해 Oracle System Assistant 준비” [157]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패키지를 가져옵니다. 자세한 내
용은 플랫폼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및 펌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Oracle System
Assistant) [194]를 참조하십시오.

1. Oracle System Assistant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를 참조하십시오.

2. Update Firmware를 누릅니다.

Update Firmware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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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보려면 Check for Firmware Updates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이 구성 요소를 폴링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검사를 수행할 때 Firmware Update Check
진행 상자가 나타납니다.

4. (선택 사항) Preview Changes 버튼을 누릅니다.

Firmware Update Install Changes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업데이트가 필요한 펌웨어 구성 요소 목록을 보고 현재 버전 번호와 사용 가능한 버전 번호를
비교합니다.

구성 요소 이름, 장치 이름, 설치된 펌웨어/BIOS 및 사용 가능한 펌웨어/BIOS도 검토할 수 있
습니다.

6. 계속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선택적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려면 설치할 펌웨어 업데이트를 선택한 다음 Install
Updates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 최신 구성 요소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모든 펌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하려면 Install All Updates 버튼을 누릅니다.

7. 시스템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기다립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률 표시줄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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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여러 번 재부트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업데이트가 더 있을 경우 Oracle System
Assistant로 재부트되어 펌웨어 업데이트를 계속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에 Oracle ILOM이 포함될 경우 Oracle ILOM Remote Console 세션에서
연결이 해제되고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모두 설치되면 Oracle System Assistant에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주의 - 데이터 손상 및 기능 손실.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서버가 여
러 번 자동으로 재부트될 수 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중단하지 마십시오.

참조 ■ “Accessing Oracle System Assistant” [137]

서버 또는 블레이드 섀시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ILOM)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을 사용하여 시스템 BIOS, SP(서비스 프로
세서) 또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 펌웨어 이미지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
려면 BIOS 및 SP 펌웨어 또는 CMM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ILOM) [200]를 참조하십
시오.

BIOS 및 SP 펌웨어 또는 CMM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ILOM)

시작하기 전에

■ My Oracle Support 웹 사이트(https://support.oracle.com)에서 시스템의 펌웨어 팩
을 다운로드합니다. 시스템 BIOS 및 SP(서비스 프로세서) 또는 CMM(섀시 모니터링 모
듈)에 대한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 update.pkg 파일이 펌웨
어 팩에 들어 있습니다. My Oracle Support에서 펌웨어 팩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S 또는 PMR에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얻기” [202]를 참조하십시
오.

■ SAS 확장기, 호스트 버스 어댑터, 컨트롤러 등의 추가 펌웨어를 로드하려면 “시스템 소프
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System Assistant)” [193]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차에서는 BIOS 및 SP 또는 CMM 패키지를 로드하지만 SAS 확장기, 호스트 버스
어댑터 또는 컨트롤러 등의 다른 펌웨어는 로드하지 않습니다.

https://support.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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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블레이드의 경우 Oracle ILOM을 사용하여 전체 패키지를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펌웨어 릴리스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의 블레이
드 섀시 구성 요소 펌웨어 이미지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ILOM에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ILOM 액세스” [37]를 참조하십
시오.

■ Oracle ILOM에서 관리자(a) 역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SP(서비스 프로세서) 및 CMM(섀시 모니터링 모듈)에 대한 웹 및 CLI(명령
줄 인터페이스)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완료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대상 서버
SP 또는 CMM에서 아무 작업도 하지 마십시오.

단일 시스템 SP 또는 CMM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선호하는 Oracle ILOM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 대해 아래 지침을 수행하십시오.

인터페이
스

지침 자세한 내용

웹 1. ILOM Administration > Maintenance > Firmware Upgrade를 누릅니다.

2. Firmware Upgrade 페이지에서 알맞은 필드를 설정하고 Start를 누릅니다.

펌웨어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시스템이 재부트되어 새 펌웨어 이미지가 적용됩니다.

Oracle ILOM 3.2.1
이상이 있는 시스템
의 경우 Firmware
Upgrade 페이지에서
More details 링크를
누릅니다.

CLI 1. 서버 SP 또는 CMM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load -source/[protocol]://[username]:[password@server_ip]/[path_to_image]/[.pkg]

여기서 protocol은 http, https, ftp, tftp, sftp 또는 scp가 될 수 있습니다.

2. Y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로드한 후 Y를 입력하여 응용 프로그램 펌웨어 업데이트 옵션을 사용
으로 설정합니다.

펌웨어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시스템이 재부트되어 새 펌웨어 이미지가 적용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 help load

■ show /System/

Firmware

참조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서버 SP 또
는 CMM 펌웨어 이미지 업데이트

■ 펌웨어 버전 3.1 또는 3.2에 대한  Oracle ILOM 구성 및 유지 관리 설명서, 블레이드 섀
시 구성 요소 펌웨어 이미지 업데이트

SP 및 BIOS 펌웨어와 HBA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HMP)

Oracle HMP fwupdate 명령을 사용하여 서비스 프로세서 및 BIOS 펌웨어와 시스템 HBA 펌
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모든 Oracle HMP 명령과 마찬가지로 운영 체제 명령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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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HMP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지 않으므로 My Oracle Support에서 다운로
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OS 또는 PMR에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얻기” [202]를
참조하십시오.

MOS 또는 PMR에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얻기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다운로드하고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Oracle System
Assistant)” [193]를 참조하십시오.

하지만 업데이트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MOS(My Oracle Support)를 사용하거나
Oracle에 PMR(물리적 매체 요청)을 제출하여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
조하십시오.

■ My Oracle Support를 사용하여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202]

■ “물리적 매체 요청” [203]

My Oracle Support를 사용하여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1. 다음 My Oracle Support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support.oracle.com.

2. My Oracle Support에 사인인합니다.

3. 페이지 맨 위에 있는 Patches & Updates(패치 및 업데이트) 탭을 누릅니다.

Patch Search(패치 검색) 창이 화면의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4. Search(검색) 탭 영역 내에서 Product or Family (Advanced)(제품 또는 제품군(고급))를
누릅니다.

검색 필드가 포함된 Search(검색) 탭 영역이 나타납니다.

5. Product(제품) 필드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제품을 선택합니다.

또는 일치 항목이 나타날 때까지 전체 또는 일부 제품 이름(예: Sun Server X4-2)을 입력합
니다.

6. Release(릴리스) 필드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목록을 확장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표시합니다.

7. Search(검색)를 누릅니다.

http://support.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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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패치를 나열하는 Patch Advanced Search Results(패치 고급 검
색 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설명은 서버 제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8.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패치를 선택하려면 소프트웨어 릴리스 버전 옆에 있는 패치 번호
를 누릅니다.

Shift 키를 사용하면 패치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팝업 패널에는 ReadMe, Download(다운로드) 및 Add to Plan
(계획에 추가) 옵션과 같은 여러 가지 작업 옵션이 포함됩니다. Add to Plan(계획에 추가) 옵
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연결된 버튼을 누르고 “Why use a plan?”(계획 사용 이유)
을 선택합니다.

9. 이 패치에 대한 ReadMe 파일을 검토하려면 ReadMe를 누릅니다.

10.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패치를 다운로드하려면 Download(다운로드)를 누릅니다.

11. File Download(파일 다운로드) 대화 상자에서 해당 패치의 zip 파일 이름을 누릅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패치가 다운로드됩니다.

물리적 매체 요청

프로세스가 Oracle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Oracle에 PMR(물리
적 매체 요청)을 제출하여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MOS(My Oracle
Support) 웹 사이트를 통한 PMR 제출 방법이 권장됩니다.

물리적 매체 요청 제출을 위한 상위 레벨 작업은 다음 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물리적 매체 요청을 위한 정보 수집” [203]

■ 물리적 매체 요청(온라인) [204]

■ 물리적 매체 요청(전화로) [205]

물리적 매체 요청을 위한 정보 수집

PMR(물리적 매체 요청)을 제출하려면 서버에 대한 보증 또는 지원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PMR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제품 이름, 소프트웨어 릴리스 버전 및 필요한 패치를 얻습니다. 요청 중인 최신 소프트웨
어 릴리스 버전 및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패치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경우 보다 간편하
게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My Oracle Support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 My Oracle Support를 사용하여 펌
웨어 및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202]의 지침에 따라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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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릴리스 패키지(패치)를 봅니다. 패치 목록을 확인한
후 다운로드 단계를 계속 진행하고 싶지 않은 경우 Patch Advanced Search Results
(패치 고급 검색 결과) 화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 My Oracle Support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 서버 제품 안내서에 있는 정보를 사
용하여 원하는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패치를 확인한 후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스
버전에 대한 해당 패치를 요청합니다.

■ 배송 정보를 준비해 두십시오. 요청의 일부로 담당자 이름, 전화 번호, 전자 메일 주소, 회
사 이름 및 배송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리적 매체 요청(온라인)

시작하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물리적 매체 요청을 위한 정보 수집” [203]에 설명된 정보를 수집하십시
오.

1. My Oracle Support 웹 사이트 http://support.oracle.com으로 이동합니다.

2. My Oracle Support에 사인인합니다.

3.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Contact Us(일반 문의) 링크를 누릅니다.

Create Service Request: Problem(서비스 요청 생성: 문제) 화면이 나타납니다.

4. 다음과 같이 요청을 설명합니다.

a.   Problem Summary(문제 요약) 필드에 PMR for latest software release를 입력합니다.

b.   Problem Type(문제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Software & OS Media Requests(소프
트웨어 및 OS 매체 요청)를 선택합니다.

c.   Support Identifier(고객 번호) 필드에 지원 계약과 연관된 CSI(Customer Support
Identifier)를 입력합니다.

5. Create Service Request: Solutions(서비스 요청 생성: 솔루션) 화면은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Next(다음) 버튼을 두 번 눌러 건너뜁니다.

Create Service Request: More Details(서비스 요청 생성: 추가 세부 정보) 화면이 나타납
니다.

6. 다음과 같이 요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a.   Additional Information(추가 정보) 섹션에서 다음 표에 나열된 질문에 대답합니다.

질문 답변

물리적 소프트웨어 매체 배송 요청입니까? 예

http://support.oracle.com


물리적 매체 요청(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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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매체 요청과 관련된 제품군은 무엇입니까? Sun 제품

패치 다운로드에 필요한 암호를 요청하겠습니까? 아니오

CD/DVD로 패치를 요청하겠습니까? 예

CD/DVD로 패치를 요청 중인 경우 패치 번호 및
운영 체제/플랫폼을 제공하십시오.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해 원하는 각 다운로드의 패치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물리적 매체 배송에 대해 요청된 제품 이름 및 버
전을 나열하십시오.

제품 이름: Sun Server X4-x

버전: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스 번호

요청한 매체의 OS/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운영 체제별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경우 여기에 운영
체제를 지정하십시오. 시스템 펌웨어만 요청하는 경우
Generic(일반)을 입력합니다.

이 배송에 필요한 언어가 있습니까? 아니오

b.   배송처 담당자 정보(담당자 이름 포함), 전화 번호, 전자 메일 주소, 회사 이름 및 배송
주소를 입력합니다.

7. Next(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Create Service Request: Severity/Contact(서비스 요청 생성: 중요도/연락처) 화면이 나타
납니다.

8. 담당자 전화 번호 및 선호하는 연락 방법을 입력합니다.

9. Submit(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물리적 매체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리적 매체를 받는 데 최대 7일(영업일)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매체 요청(전화로)

시작하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물리적 매체 요청을 위한 정보 수집” [203]에 설명된 정보를 수집하십시
오.

1. 다음 웹 사이트의 Oracle Global Customer Support Contacts Directory에서 적합한 번호
를 찾아 오라클 고객 지원 센터에 연락합니다.

http://www.oracle.com/us/support/contact-068555.html

2. Sun Server X4-x에 대한 PMR(물리적 매체 요청)을 제출하겠다고 오라클 고객 지원 센터에
말합니다.

■ My Oracle Support에서 특정 소프트웨어 릴리스 패키지 및 패치 번호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경우 지원 담당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프트웨어 릴리스 패키지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Sun Server X4-x의 최신 소프트웨
어 릴리스 패키지를 요청합니다.

http://www.oracle.com/us/support/contact-0685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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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설치, 112
플래시 드라이브 마운트, 150

Oracle System Assistant
BIOS에서 사용/사용 안함으로 설정, 164
enabling, 169
F9 기능 키, 34, 138
Oracle ILOM 웹 인터페이스에서 시작, 35, 139
RAID 구성, 58
개요, 2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구성, 157
릴리스 노트 보기, 145
매체 무결성 검사, 172
문제 해결, 169
사용 안함으로 설정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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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찾아보기, 147
펌웨어 업데이트, 197
플래시 드라이브 마운트

Linux 호스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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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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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해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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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boot 메뉴, 123
RAID

Oracle System Assistant를 통해 구성, 58
구성, 57

SAS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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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설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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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93, 95
네트워크 설정, 81, 83
네트워크 주소, 85
시계 등록 정보, 90

SP 냉각 정책
설정, 107

U-Boot, 123
UEFI

지연 동기화, 186
UEFI 진단, 123
UEFI BIOS, 179, 188
Windows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설치, 112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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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

SP, 83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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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전원, 49

ㅁ
마운트

Oracle System Assistant 플래시 드라이브
Linux 호스트, 152
Oracle VM 호스트,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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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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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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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해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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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설정, 125
펌웨어 구성, 125

보기
이벤트 로그, 121

복원
BIOS 설정, 125
Oracle System Assistant 매체 이미지, 174
펌웨어 구성, 125

부트 순서
변경, 53

부트 시 호스트 전원에 대한 SP 정책
설정, 106

블레이드 슬롯 grant limit 등록 정보(CMM)
설정, 102

블레이드가 SAS23을 지원하도록 조정, 108

ㅅ
사용으로 설정

Oracle System Assistant, 169
사용자 계정

Oracle ILOM, 86
서버 관리 소프트웨어, 19
설명서

Oracle System Assistant에서 보기, 147
설정

SP 냉각 정책, 107
SP 시계 등록 정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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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체 전원 관리 설정, 99
전력 목표 제한, 100
전력 제한, 101
전원 공급 장치 라이트 부하 효율성 정책(CMM),
104
전원 공급 장치 중복 정책(CMM), 103
전원 공급 장치 팬 속도 정책(CMM),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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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운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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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작업 개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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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ystem Assistant 이미지 복원, 174
Oracle System Assistant에 대한 업데이트 다운
로드, 194, 195

시계 등록 정보
SP, 90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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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담당자
지정,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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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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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벤토리
Oracle System Assistant로 확인, 117

시스템 전체 전원 관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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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확인, 117

ㅇ
액세스

BIOS Setup Utility, 47
Oracle HMP, 46
Oracle ILOM, 37
Oracle System Assistant, 33, 137

운영 체제
Oracle System Assistant를 사용하여 설치, 112

이벤트 로그
보기, 121

ㅈ
저장소

Oracle System Assistant 매체 무결성 검사, 172
전력 목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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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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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상태, 49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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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동기화

UEFI, 186
지정

시스템 담당자(이름), 78
시스템 식별 정보, 78
시스템 식별자, 78
시스템 위치, 78
호스트 이름, 78

진단 테스트
BIOS POST, 123
Oracle ILOM, 123
Pc-Checl, 123
preboot 메뉴, 123
Sun VTS, 123
U-boot, 123
UEFI 진단, 123

ㅍ
파일 찾아보기

Oracle System Assistant, 147
펌웨어

Oracle System Assistant를 통해 업데이트, 197
Oracle System Assistant에 대한 업데이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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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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