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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Oracle Solaris 11.4 릴리스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향상된 기능을 요약합니다.

Oracle Solaris 11.4의 주요 기능

Oracle Solaris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배치용으로 설계된 안전한 고속 플랫폼입니다. Oracle Solaris는
핵심 작업 부하를 격리시키기 위한 단순 업데이트, 준수 모니터링, 성능 모니터링 및 제로 오버헤드 가상화
를 제공합니다.

입증되고 자동화된 보안 및 준수:

■ KMIP(Key Management Interoperability Protocol) – Oracle Solaris KMIP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비
활성 상태로 보관 중인 데이터 저장을 위한 보안 시스템에서 키가 생성 및 관리되는 원격 KMIP 서버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 SSM(Silicon Secured Memory) – SSM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및 운영체제를 자동으로 보호합니
다.

■ 자동화된 내장 준수 보고 기능으로 보안 감사를 현대화합니다.
■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 sandbox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배치를 보호합니다.

최적화:

■ Oracle 데이터베이스 및 Java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플랫폼입니다.
■ Oracle 데이터베이스 다중 테넌트 보안 및 격리를 극대화합니다.

단순성:

■ 기존 작업 부하를 VM으로 효율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 cloudbase-init를 사용하여 게스트 OS 배치를 초기에 구성합니다.
■ Oracle Solaris System 웹 인터페이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시스템 데이터, 성능 및 준수를 확인합니

다.

번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4에서 사용 가능한 프리웨어 의 “Oracle
Solaris 11.4 번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GNOME 3.24, ISC BIND 9.10, MySQL 5.7, Open Fabric Enterprise Distribution 3.18, Oracle
Instant Client 12.2, Perl 5.26, Puppet 5.5, Python 3.5 및 Xorg 1.19를 포함하는 여러 번들 소프트
웨어 패키지의 새로운 버전.

■ Augeas, Cython, cx_Oracle Python 모듈, Google Go 컴파일러, LLVM/Clang, MCollective, Oracle
Database Programming Interface-C(ODPI-C) 및 paps 인쇄 필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번들 소프트웨
어.

Oracle Solaris 11.4는 다음 Oracle 응용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 Oracle VM Server for SPARC 3.6. Oracle VM Server for SPARC 및 Oracle VM Server for
SPARC 3.6 Documentation Library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Solaris Cluster 4.4. Oracle Solaris Cluster 및 Oracle Solaris Cluster 4.4 Information
Library를 참조하십시오.

보안 및 준수 기능

이 절에서는 이 릴리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보안 및 준수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새 기능은 맬웨
어 방지 보호를 통해 새로운 위협을 막고 가장 엄격한 준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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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Sandbox

Sandbox는 보안 및 리소스 격리 요구 사항을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하게 이름이 지정된 프
로세스 속성 세트입니다. Oracle Solaris 11.4에서는 임시 sandbox에서 신뢰할 수 없는 프로세스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지속 및 계층적 sandbox는 sandboxadm 명령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임시 및 지속
sandbox는 모두 sandbox 명령을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Sandbox는 권한이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권한이 없는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제한하기에 적합합니다.
SPARC Silicon Secured Secure Memory를 사용하는 향상된 악용 완화 제어 장치가 주요 응용 프로그
램과 시스템 커널을 자동으로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uring Users and Processes in Oracle Solaris 11.4 의 “Configuring Sandboxes for
Project Isolation”과 sandboxing(7), sandbox(1) 및 sandboxadm(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안 준수 평가

이 Oracle Solaris 릴리스에서는 준수 보고서를 원격으로 실행 및 저장하고 메타데이터에 따라 보고서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 중앙 시스템에서 준수 보고서를 실행 및 관리하고 이를 공통 서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11.4 Compliance Guide 의 2 장, “Centrally Managing Compliance Assessments” 및
compliance-roster(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식별 및 필터링용으로 준수 평가를 태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11.4 Compliance
Guide 의 “Using Metadata to Manage Assessments” 및 compliance(8) 매뉴얼 페이지의 Match
Parameter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luster 준수 검사

Oracle Solaris compliance 명령의 표준 벤치마크에는 Oracle Solaris Cluster 검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검사는 시스템에 Oracle Solaris Cluster가 설치 및 구성된 경우에만 실행됩
니다.

벤치마크, 프로파일, compliance 명령 및 Oracle Solaris Cluster 준수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
서를 참조하십시오.

■ compliance(8) 매뉴얼 페이지
■ Oracle Solaris 11.4 Compliance Guide 의 “What’s New in Compliance in Oracle Solaris 11.4”
■ Oracle Solaris Cluster 4.4 보안 지침

파일별 감사

Oracle Solaris 11.4에서 파일별 감사는 특정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해 세분화된 액세스 중 감사 기능을 제
공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시스템 및 보안 관리자가 지정된 파일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파일은 감사
데이터를 더 쉽게 수집 및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chmod A+everyone@:write_data/read_data:successful_access/failed_access:audit /data/db1

이 감사 ACE는 시스템에서 모든 사용자가 /data/db1 파일에서 수행하는 성공 및 거부된 액세스를 포함한
모든 읽기 또는 쓰기에 대해 감사 레코드가 생성되도록 보장합니다. 감사 ACE는 메타데이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aging Auditing in Oracle Solaris 11.4 의 “What’s New in the Audit Service in
Oracle Solaris 11.4”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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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부트 감사

Oracle Solaris 11.4에서 이 새로운 기능은 감사 레코드를 생성하여 커널 모듈의 서명 확인 결과를 표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능은 Oracle Solaris 11.4가 부트될 때 확인된 부트 boot_policy 값을 확인하
고 AUE_SYSTEMBOOT 이벤트에 대한 감사 레코드에 값을 출력합니다. 확인된 부트가 warning 또는 enforce인
boot_policy 속성의 값을 사용해서 사용으로 설정되었을 때 Oracle Solaris 감사는 모듈을 로드할 때
elfsign 서명 확인이 실패하면 AUE_MODLOAD 감사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확인된 부트가 사용으로 설정된 상태
에서는 잘못된 서명 또는 시스템에 로드되지 않은 서명이 포함된 커널 모듈에 대한 이벤트를 추적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aging Auditing in Oracle Solaris 11.4 의 “New Feature – Auditing Verified
Boot”를 참조하십시오.

권한 있는 명령 실행 내역 보고

Oracle Solaris 11.4에는 admhist 유틸리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유틸리티는 시스템에서 실행된 시스템
관리 관련 이벤트의 요약을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admhist 유틸
리티에는 보다 자세한 로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praudit 및 auditreduce 유틸리티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감
사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 날짜, 시간 또는 이벤트 유형으로 결과를 제한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
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24시간 내에 특정 사용자 ID로 실행된 권한 있는 명령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admhist -v -a "last 24 hours"
2017-05-09 10:58:55 user1@example.com cwd=/export/home/user1 /usr/sbin/zfs get quota rpool/export/home/
user1 
2017-05-09 10:59:16 user1@example.com cwd=/export/home/user1 /usr/sbin/zfs set quota 40g 
2017-05-09 10:59:27 user1@example.com cwd=/export/home/user1 /usr/sbin/zfs get quota rpool/export/home/
user1 
2017-05-09 10:59:31 user1@example.com cwd=/export/home/user1 /usr/bin/bash 
2017-05-09 10:59:31 user1@example.com cwd=/ /usr/bin/su 

이 출력은 사용자 user1이 root 사용자로 전환하고 자신의 할당량을 늘린 것을 보여줍니다. 프로세스 수명
전체에 걸쳐 사용되는 권한은 명령이 종료될 때 조사됩니다. 출력 끝에 su 작업이 나열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dmhist(8) 매뉴얼 페이지, Managing Auditing in Oracle Solaris 11.4 의 “New Feature –
Per-Privilege Logging of Audit Events” 및 Oracle Solaris 12 Analytics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KMIP 클라이언트 지원

Oracle Solaris 11.4는 KMIP(Key Management Interoperability Protocol) 버전 1.1을 사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지원을 제공합니다. PKCS#11 응용 프로그램이 KMIP 클라이언트로 작동하고 KMIP 호환
서버와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PKCS#11 공급자 pkcs11_kmip가 Oracle Solaris Cryptographic
Framework에서 제공됩니다.

Oracle Solaris 11.4에는 또한 pkcs11_kmip 공급자 상태를 초기화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kmipcfg 명령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aging Encryption and Certificates in Oracle Solaris 11.4 의 5 장, “KMIP and
PKCS #11 Client Applications”과 pkcs11_kmip(7) 및 kmipcfg(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및 프로세스 레이블 지정

Oracle Solaris 11.4에서 파일 및 프로세스 레이블 지정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프레임
워크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충분한 클리어런스가 있는 사용자 또는 역할에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도록 파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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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에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런스 정책은 또한 모든 권한이 있는 프로세스에 적용됩니다.
Oracle Solaris 11.4는 레이블 지정된 파일에 대한 모든 액세스 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는
PCI-DSS 및 HIPAA와 같은 준수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파일 보안 및 파일 무결성 확인 의 “레이블 및 클리어런스” 및
clearance(7)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ilicon Secured Memory 보안 악용 완화

SSM(Silicon Secured Memory)은 악의적인 침입 및 운용 환경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 결함으로부터 보호
를 돕기 위해 메모리 내의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액세스 검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보안 및 신뢰성 수준을
향상시켜 줍니다.

SSM은 기본 시스템 메모리 할당자를 통해 제공되며, 커널 영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커널 영역에서 Silicon Secured Memory 지원” [18]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기본 할당자(libc malloc)는 이제 ADI(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무결성)가 지원됩니다. sxadm 명령으로
태그가 지정된 바이너리는 그러한 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sxadm(8) 매뉴얼 페이지의 보안 확장 섹션
에서 ADIHEAP 및 ADISTACK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SSM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고급 사용자정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Securing Systems and
Attached Devices in Oracle Solaris 11.4 의 “Protecting Against Malware With Security Extensions”
및 adi(2)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패킷 필터

Oracle Solaris 11.4에는 TCP/IP 트래픽 필터링을 위한 OpenBSD 패킷 필터(PF) 방화벽이 포함됩니
다. PF 방화벽은 Oracle Solaris 11.4에서 IPF(IP 필터) 대신 사용되며 대역폭 관리 및 패킷 우선 순위 지
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PF 방화벽을 사용하려면 pkg:/network/firewall 패키지를 설치하고 svc:/network/
firewall:default 서비스 인스턴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주 -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하기 전에 방화벽을 구성해야 합니다. 기본 구성에서는 서비스가 성능 저하된
상태로 설정됩니다. 성능 저하된 방화벽은 ssh를 제외하고 모든 인바운드 세션을 차단합니다. 아웃바운드
세션은 허용됩니다.

PF에는 PF 방화벽에서 기록된 패킷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패킷 로깅 데몬인 pflogd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이러한 패킷은 캡처 데이터 링크에서 제공됩니다. 데몬은 이 데이터 링크에서 패킷을 읽고 이를 파일
에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flogd(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F는 IPv4 NAT를 지원하는 FTP용 반투명 프록시인 ftp-proxy를 지원합니다. NAT용 PF 방화벽을 실행
하는 시스템은 이제 ftp-proxy를 사용하여 FTP 연결이 방화벽을 통해 전달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ftp-proxy(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ecuring the Network in Oracle Solaris 11.4 의 4 장, “Oracle Solaris Firewall”과
pfctl(8), pf.conf(7) 및 pf.os(7)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Kerberos

Oracle Solaris 11.4는 업데이트된 버전의 Kerberos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Oracle Solaris를 위한 향상
기능 뿐만 아니라 최신 버전의 MIT Kerberos에서 지원되는 향상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erberos는
네트워크 인증을 제공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메시지 무결성 및 개인 정
보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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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Managing Kerberos in Oracle Solaris 11.4 의 1 장, “Kerberos on Oracle Solaris” 및
kerberos.7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ibsasl2

SASL(Simple Authentication and Security Layer) 프레임워크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인증 및 선택적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racle Solaris 11.4는 오픈 소스 Cyrus SASL 버전 2.1.26에서의 SASL 구
현을 기반으로 하며 몇 가지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SASL 플러그인은 /usr/lib/sasl2 디렉토리에 있으며, SASL 구성 파일의 기본 위치는 /etc/sasl2 디렉토리
입니다. 오픈 소스 기반의 SASL 버전을 사용함으로써 Oracle Solaris 11.4는 보안 업데이트를 포함한 최
신 SASL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aging Authentication in Oracle Solaris 11.4 의 2 장, “Using Simple
Authentication and Security Layer”을 참조하십시오.

account-policy 서비스

이 Oracle Solaris 릴리스에서는 시스템 정책 설정을 위한 /etc 디렉토리에서의 개별 파일 편집에 대한
대안이 제공됩니다. account-policy SMF(서비스 관리 기능) 서비스는 login, su, 셸 변수, 로깅, 보안 정책
(policy.conf) 및 RBAC 설정을 SMF에서 등록 정보로 저장합니다. 서비스가 사용으로 설정되면,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 정책을 설정하고 가져옵니다. /etc 파일은 적용된 정책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ount-policy(8S) 매뉴얼 페이지 및 Securing Users and Processes in Oracle Solaris 11.4 의
“Modifying Rights System-Wide As SMF Properties”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ryptographic Framework를 위한 PKCS #11 v2.40
지원

Oracle Solaris Cryptographic Framework가 PKCS #11 v2.20에서 PKCS #11 v2.40으로 업데이트되
었습니다. 이 업데이트에는 PKCS #11 v2.30의 방식을 포함하여 PKCS #11 v2.40의 최신 방식 중 일부
가 포함됩니다. 또한 PKCS #11 v2.40에는 새로운 오류 코드와 새로운 값이 도입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 AES 서명 및 확인

CKM_AES_XCBC_MAC

CKM_AES_XCBC_MAC_96

CKM_AES_CMAC

CKM_AES_GMAC

■ AES 암호화 및 해독

CKM_AES_GCM

CKM_AES_CCM

CKM_AES_CFB128

■ SHA-512/t 메시지 다이제스팅

CKM_SHA512_224

CKM_SHA512_256

CKM_SHA512_T

■ SHA-512/t 일반 길이 및 HMAC

CKM_SHA512_224_HMAC_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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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M_SHA512_256_HMAC_GENERAL

CKM_SHA512_T_HMAC_GENERAL

CKM_SHA512_224_HMAC

CKM_SHA512_256_HMAC

CKM_SHA512_T_HMAC

■ SHA-512/t 키 파생

CKM_SHA512_224_KEY_DERIVATION

CKM_SHA512_256_KEY_DERIVATION

CKM_SHA512_T_KEY_DERIVATION

■ TLS 1.2

CKM_TLS12_MASTER_KEY_DERIVE

CKM_TLS12_MASTER_KEY_DERIVE_DH

CKM_TLS12_KEY_AND_MAC_DERIVE

CKM_TLS12_KEY_SAFE_DERIVE

CKM_TLS_KDF - replacing CKM_TLS_PRF

CKM_TLS_MAC - replacing CKM_TLS_PRF

■ 타원 곡선을 위한 오류 코드 CKR_CURVE_NOT_SUPPORTED
특정 타원 곡선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오류 코드 CKR_CURVE_NOT_SUPPORTED가 반환됩니다. 이전 버전에서
는 곡선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CKR_TEMPLATE_INCONSISTENT가 반환되었습니다.

■ CK_UNAVAILABLE_INFORMATION

C_GetAttributeValue()가 호출되었을 때, 잘못되었거나 제공되지 않아서 속성을 반환할 수 없
는 경우, ulValueLen이 CK_UNAVAILABLE_INFORMATION으로 설정됩니다. 호출자는 ulValueLen을
CK_UNAVAILABLE_INFORMATION과 비교하여 반환된 속성 값이 잘못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또한 호출자는 ulValueLen = 0을 유효한 값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 CKA_DESTROYABLE 및 CKR_ACTION_PROHIBITED 속성
객체에 CKA_DESTROYABLE = CK_FALSE가 포함된 경우 이 특정 객체에 대해 C_DestroyObject를 요청하면
CKR_ACTION_PROHIBITED가 오류 코드로 반환됩니다.

■ CKU_SO로 제한 사항 제거
이 변경사항은 CKU_SO가 로그인된 상태에서 R/O 지정에 대한 제한 사항을 제거합니다. R/O 세션은
이제 CKU_SO와 공존할 수 있으며, 해당 세션이 CKS_RO_PUBLIC_SESSION으로 작동합니다. R/O 세션은
CKU_SO로 C_Login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CKR_SESSION_READ_ONLY_EXISTS 및 CKR_SESSION_READ_WRITE_SO_EXISTS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NW_C_GetMechSession(3EXT), SUNW_C_KeyToObject(3EXT), libpkcs11(3LIB),
pkcs11_softtoken(7), pkcs11_kms(7) 및 pkcs11_tpm(7)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관리 기능

이 절에서는 이 릴리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데이터 관리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향
후 성장을 위한 무제한 용량으로 설계를 확장할 수 있으며 향상된 데이터 무결성도 제공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서 실행하여 변경할 수 없는 영역 구성” [17]을 참조하십시오.

ZFS 최상위 레벨 장치 제거

zpool remove 명령을 사용하면 최상위 레벨 데이터 장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레벨 데이터 장치를
제거하면 제거할 장치의 데이터가 풀에 있는 남은 데이터 장치로 마이그레이션됩니다. zpool status 명령은
리실버링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 작업 진행 상태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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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레벨 데이터 장치 제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ZFS Device Removal, Managing
ZFS File Systems in Oracle Solaris 11.4 의 “Removing Devices From a Storage Pool” 및 zpool(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ZFS 일정이 잡힌 스크럽

기본적으로 ZFS 풀 스크럽은 자동으로 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30일 간격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됩니
다. 스크럽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낮지만, 시스템이 유휴 상태일 경우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스크럽 우선
순위는 지정된 스크럽 간격, 진행 상태 및 시스템 부하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스크럽
의 시작 시간은 zpool status 명령으로 보고됩니다.

풀 스크럽 일정(사용 안함으로 설정 포함)은 scrubinterval 등록 정보를 설정하여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니
다. Managing ZFS File Systems in Oracle Solaris 11.4 의 “Scheduled Data Scrubbing” 및 zpool(8)
매뉴얼 페이지에서 scrubinterval 및 lastscrub 등록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고속 ZFS 기반 파일 복사

reflink() 및 reflinkat() 함수를 사용하면 기본 ZFS 기술을 사용해서 매우 빠르게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
니다. reflink() 함수는 기본 데이터 블록을 읽거나 쓰지 않고 기존 파일의 내용으로 새 파일을 만듭니다.
기존 파일 및 만들려는 파일은 동일한 ZFS 풀에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flink(3C)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p 명령의 -z 옵션(고속 복사)에는 reflink가 사용됩니다. cp(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ZFS 원시 전송 스트림

Oracle Solaris 11.4에서는 원시 ZFS send 스트림을 사용하여 압축된 파일 시스템의 ZFS send 스트림 전
송을 최적화하고 네트워크 전송 트래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릴리스에서는 압축된 ZFS 파일 시스템의 send 스트림이 전송 시 먼저 압축 해제되고, 수신 측에서 압
축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블록이 다시 압축되었습니다. Oracle Solaris 11.4 릴리스에서는 스트림에서
압축된 파일 시스템 블록이 압축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 단계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적
화 기술은 네트워크 전송 트래픽도 줄여줍니다. 새로운 zfs send -w 옵션을 사용하여 원시 모드로 전송하여
ZFS send 스트림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send 스트림이 원시 블록의 존재
를 인코딩할 수 있으므로, 수신 시스템이 이를 압축하지 않아도 원시 블록 처리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축이 사용으로 설정된 ZFS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w 옵션을 사용한 상태 및 사용하지 않은 상
태로 스냅샷 스트림을 전송한 후 결과 스트림 크기를 확인합니다.

# zfs create compression=on pond/cdata
# cp -r somefiles /pond/data
# zfs snapshot pond/cdata@snap1
# zfs get compressratio pond/cdata@snap1
NAME              PROPERTY       VALUE  SOURCE
pond/cdata@snap1  compressratio  1.79x  -

# zfs send pond/cdata@snap1 > /tmp/stream
# zfs send -w compress pond/cdata@snap1 > /tmp/cstream
# ls -lh /tmp/*stream*
-rw-r--r--   1 root     root        126M Feb 15 14:35 /tmp/cstream
-rw-r--r--   1 root     root        219M Feb 15 14:35 /tmp/stream

이전 버전의 Oracle Solaris를 실행하는 시스템은 이러한 스트림을 수신할 수 없으므로, 오류 메시지가 생
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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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ZFS 파일 시스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ZFS 전송 스트림

Oracle Solaris 11.4에서 네트워크 전송이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중단된 지점에서 ZFS send 스트림
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간에 ZFS 스냅샷을 전송하기 위해 ZFS send 및 receive를 사용하면 ZFS 파일 시스템 데이터를 편
리하게 복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전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ZFS 전송 작업을 완료하는 데 몇 시간 또는 며칠까지 걸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send 작업은 네
트워크 중단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 send 작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의 완료되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ZFS send 작업이 중단 지점 간에 큰 스트림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 전체 스트림이 처리될 때까지는 ZFS recv 작업이 전송 오류를 감지하고 이를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 Oracle Solaris 11.4 릴리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옵션을 사용해서 중단된 지점에서 ZFS 전송 스
트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zfs receive -C – stdout에 수신 체크포인트를 기록합니다.
■ zfs send -C – stdin에서 수신 체크포인트를 읽습니다.
■ zfs send -s (nocheck) – 새로운 전송 중 형식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zfs list -I (state) – 완료되지 않은 데이터 세트가 기본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완료되지 않은 데이

터세트를 반복해서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ZFS 파일 시스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구성 가능한 ZFS 읽기 및 쓰기 처리량 제한

Oracle Solaris 11.4 릴리스는 ZFS 파일 시스템의 디스크 읽기 및 쓰기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
다. readlimit 및 writelimit 등록 정보를 초당 바이트 수 단위로 설정하여 ZFS 파일 시스템에서 read 또는
write 제한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 ZFS I/O 리소
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ZFS 파일 시스템의 관리 성능 향상을 위해 defaultwritelimit 및 defaultreadlimit 등록 정보가 추가
되었습니다. defaultwritelimit 및 defaultreadlimit 등록 정보가 설정된 경우 모든 파일 시스템 종속 요소가
지정된 값을 상속합니다. 기본 read 또는 write 제한을 ZFS 파일 시스템에 적용하면, 파일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종속 파일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추가된 읽기 전용 effectivereadlimit 및 effectivewritelimit 등
록 정보를 사용하면 파일 시스템에 적용된 제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되는 유효 제한은 상위 항목 및
표시된 파일 시스템 사이의 모든 지점에서 가장 낮은 데이터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read 및 write 제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zfs set writelimit=500mb pond/apps/web
# zfs set readlimit=200mb pond/apps/logdata

다음 예에서는 read 및 write 제한을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zfs get -r writelimit,readlimit pond/apps
NAME                 PROPERTY    VALUE    SOURCE
pond/apps            writelimit  default  default
pond/apps            readlimit   default  default
pond/apps/logdata    writelimit  default  default
pond/apps/logdata    readlimit   200M     local
pond/apps/web        writelimit  500M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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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d/apps/web        readlimit   default  default
pond/apps/web/tier1  writelimit  default  default
pond/apps/web/tier1  readlimit   default  default

유효 쓰기 제한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zfs get effectivewritelimit pond/apps/web
NAME           PROPERTY             VALUE  SOURCE
pond/apps/web  effectivewritelimit  500M   local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ZFS 파일 시스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ZFS 섀도우 마이그레이션 모니터링 및 관리

Oracle Solaris 11.4 릴리스는 마이그레이션 오류 모니터링 및 진행 중인 마이그레이션 제어에서 더 향상
된 가시성을 위한 개선 기능이 포함된 향상된 ZFS 섀도우 마이그레이션 작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 shadowstat -E 및 -e – 모든 마이그레이션 또는 단일 마이그레이션의 마이그레이션 오류 모니터링을 위
해 제공됩니다.

■ shadowadm – 진행 중인 마이그레이션을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마이그레이션 작업에서 섀도우 마이그레이션 오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shadowstat
                                        EST             
                                BYTES   BYTES           ELAPSED
DATASET                         XFRD    LEFT    ERRORS  TIME
tank/logarchive                 16.4M   195M    1       00:01:20
pond/dbarchive                  4.49M   248M    -       00:00:51
tank/logarchive                 16.6M   194M    1       00:01:21
pond/dbarchive                  4.66M   248M    -       00:00:52
tank/logarchive                 16.7M   194M    1       00:01:22
pond/dbarchive                  4.80M   248M    -       00:00:53
tank/logarchive                 17.1M   194M    1       00:01:23
pond/dbarchive                  5.00M   248M    -       00:00:54
tank/logarchive                 17.3M   194M    1       00:01:24
pond/dbarchive                  5.16M   247M    -       00:00:55

다음과 같이 특정 마이그레이션 오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shadowstat -E
tank/logarchive:
PATH                                            ERROR
e-dir/socket                                    Operation not supported
pond/dbarchive:
No errors encountered.

예를 들어 열린 소켓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을 때 마이그레이션을 취소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shadowadm cancel tank/logarchive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ZFS 파일 시스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ZFS ACL 상속성 보존

Oracle Solaris 11.4에서 새로운 ZFS ACL 기능은 NFS 및 SMB(서버 메시지 블록) 프로토콜을 통해
ZFS 파일 시스템을 공유할 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aclinherit 등록 정보에 대한 새로
운 상속성 값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값은 통과 체계를 허용하지만 상속된 owner@, group@ 및 everyone@ ACE
에 설정된 권한을 open, create 또는 mkdir 시스템 호출에 요청된 값으로 대체합니다. 설정된 경우 모든 상속
가능한 ACE의 상속 비트가 보존됩니다. 이러한 동작은 SMB 및 NFS 공유가 ACL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상속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값은 passthrough-mode-preserve라고 부릅니다. acl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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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보는 변경사항이 없지만, chmod 작업 시 aclinherit 등록 정보와 관련된 상속성 동작을 고려합니다.
특히, chmod 작업 중 상속성 비트를 보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ZFS 파일 시스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NFS 버전 4.1 서버 지원

Oracle Solaris 11.4에는 NFS 버전 4.1을 위한 서버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토콜에서 제공되는 기능
및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OS(Exactly Once Semantics) – NFS 버전 4.1 프로토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중복 요청 캐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중복 요청 캐시는 임시 네트워크 오류 및 재전송이 발생하더라도 제거 요청과 같은
비멱등 요청이 한 번만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기능은 NFS 버전 3 및 NFS 버전 4에서의 장기 실
행 문제를 없애줍니다.

■ reclaim_complete – 서버 다시 시작 후 서버가 NFS 서비스를 빠르게 재개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프
로토콜 기능입니다. NFS 버전 4와 달리 사용자가 유예 기간으로 알려진 특정 시간 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reclaim_complete를 사용하면 모든 클라이언트가 복구된 다음 서버
가 유예 기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고가용성 환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PGR(Planned GRACE-less Recovery) – NFS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거나 유예 시스템 재부트가 수
행될 때 Oracle Solaris NFS 버전 4 또는 NFS 버전 4.1 서버가 NFS 버전 4 상태를 보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NFS 버전 4 서버가 NFS 버전 4 상태를 복구하기 위해 GRACE 기간에 들어갈 필
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NFS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고 유예 시스템 재부트가 수행될 때 NFS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생 가능한 90초 작동 중지 시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상호 운용성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 Oracle Solaris NFS 버전 4.1에서는 Linux 클라이언트와 VMware가 모두 지원됩니다. 하지만

Linux 클라이언트의 경우 서버에서 위임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Linux 클라이언트에서 위임을 사용할 때는 잠금 및 상태 내 복구와 관련된 알려진 문제가 있습니다.

# sharectl set -p server_delegation=off nfs

서버에서 NFS 버전 4.1 지원을 다음과 같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sharectl set -p server_versmax=4.0 nfs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TCP 사용 NFSv3 마운트

NFS 버전 3을 사용해서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었고 TCP가 선택된 전송 프로토콜인 경우, 초기 마운트
설정에서도 전송 프로토콜로 TCP가 사용됩니다. 이전 Oracle Solaris 릴리스에서는 마운트 설정에 UDP
가 사용되고, 마운트가 설정된 다음에만 TCP가 사용됩니다.

방화벽을 통한 NFS 마운트를 허용할 경우, 이 기능으로 방화벽 구성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또한 UDP 트래픽이 차단되는 NFS 버전 3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관리 및 mount_nfs(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tmpfs의 확장 파일 시스템 속성

tmpfs 파일 시스템은 확장 시스템 속성을 지원합니다. tmpfs(4FS) 및 fgetattr(3C)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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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 3.1.1 지원

Oracle Solaris 11.4는 Oracle Solaris SMB 서버에서 다음 SMB 기능이 포함된 SMB 3.1.1 프로토콜 지
원을 제공합니다.

■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유 – 이 기능은 Oracle Solaris SMB 서버가 서버 충돌 또는 재부트 시에도
공유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다중 채널 – 이 기능은 Oracle Solaris SMB 파일 서버가 SMB 세션별로 다중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해
서 늘어난 처리량 및 내결함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암호화 – 이 기능은 Oracle Solaris SMB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SMB 네트워크 트래픽을
암호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SMB 암호화는 SMB 세션을 보호하고 변조 및 도청 공격으로부터 보호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aging SMB File Sharing and Windows Interoperability in Oracle Solaris 11.4 및
smbstat(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킹 기능

이 절에서는 이 릴리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네트워킹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기존 네트워
킹 기술 및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을 개선하여 조직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성하고 더
욱 뛰어난 응용 프로그램 민첩성과 사용자가 요구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SMF에 지속 네트워크 구성 마이그레이션

Oracle Solaris 11.4에서는 지속 네트워크 구성이 SMF(서비스 관리 기능) 저장소로 마이그레이션되었습
니다. 이러한 이동에 따라 사용자가 자동화된 설치 중에 네트워킹 매개변수를 사용자정의하고 보다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에 따라 SMF를 코어 저장소로 사용하는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에 맞게 네트워크 구성이 조정됩니다. SMF로의 네트워크 구성요소 매개변수 마이그레이션을 돕
기 위해 특정 dladm 등록 정보 이름도 변경되었습니다.

dladm 등록 정보 이름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 구성 및 관리
의 2 장, “Administering Datalink Configuration in Oracle Solaris” 및 dladm(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 시스템 자동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IEEE 802.1X용 Oracle Solaris 클라이언트측 지원

Oracle Solaris 11.4에서는 IEEE802.1X 표준을 사용하여 Oracle Solaris 클라이언트를 인증할 수 있
습니다. 이전에는 배치된 보안 LAN에서 서비스 제공 전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먼저 인증해야 할 경우,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인증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능에 따라 네트워크 관리자가 Oracle Solaris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구성하고, 보안 LAN
뒤에서 서버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인증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는 nacd
데몬이 실행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LAN의 스위치에 있는 포트를 통해 보안 LAN에 연결됩니다. 데
몬은 LAN에서 DHCP와 같은 서비스를 얻기 전에 보안 LAN에서 서버와 통신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관리자가 nacadm 명령을 사용하여 보안 자격 증명을 구성하고, dladm 명령을 사용하여 제공된 링
크에서 인증을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acd(8), nacadm(8) 및 dladm(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다음을 참조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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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TCP

Oracle Solaris 11.4에는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TCP 혼잡 문제를 개선한 기능인 DCTCP(데이터 센터
TC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CTCP는 향상된 ECN(명시적 혼잡 알림) 처리를 사용해서 단순히 혼잡 문제
가 발생했는지 여부만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혼잡 문제의 영향을 받는 바이트 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런 다음 DCTCP는 이러한 예상을 기준으로 TCP 혼잡 기간을 조정합니다. 이 방법은 낮은 버퍼링 스위치
를 통해 사용량 급증에 대한 높은 내성, 낮은 대기 시간 및 높은 처리량을 지원합니다.

Oracle Solaris 12에서 TCP/IP 네트워크, IPMP 및 IP 터널 관리 의 “Implementing Traffic Congestion
Control”을 참조하십시오.

SR-IOV 사용 설정된 anets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및 HA 페일오버

Oracle Solaris 11.4는 Oracle Solaris 커널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DLMP 기능 및 관련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역 영역에서 SR-IOV VNIC 및 IPoIB 분할 영역 만들기를 지원하는 새로운 DLMP 아키텍처
■ Oracle Solaris 커널 영역에서 SR-IOV 사용 설정된 anets에 대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지원
■ Oracle Solaris 커널 영역에서 SR-IOV 사용 설정된 anets에 대한 고가용성 페일오버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관리 의 2 장, “Configuring High Availability
by Using Link Aggregations”을 참조하십시오.

지속 정적 경로의 이름 지정

Oracle Solaris 11.4에서 route 명령에는 지속 정적 경로의 이름 지정을 사용으로 설정하기 위한 -name 옵
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로 이름을 사용하여 정적 경로를 변경, 가져오기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속 정적 경로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oute(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How to Specify a Name for a Persistent
Route” in Configuring and Managing Network Components in Oracle Solaris 11.4을 참조할 수 있습
니다.

Open Fabric Enterprise Distribution 3.18

OFED(Open Fabrics Enterprise Distribution)의 IB(InfiniBand) OS 우회 프레임워크에서 다음 구성요
소가 버전 3.18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InfiniBand verbs(전송) 라이브러리
■ Mellanox ConnectX InfiniBand HCA용 사용자 공간 드라이버
■ Userspace RDMA CM(통신 관리자) 라이브러리
■ InfiniBand MAD(관리 다이어그램) 라이브러리
■ InfiniBand uMAD(사용자 공간 관리 다이어그램) 라이브러리
■ 사용자 레벨 InfiniBand 관리 유틸리티
■ InfiniBand 진단 도구
■ qperf 명령

자세한 내용은 network/open-fabrics 패키지에 제공된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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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 BIND 9.10.3

Oracle Solaris 11.4에는 DNSSEC 영역의 자동 사임, 새로운 통계 보고 및 응답 지연 제한과 같은 여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업데이트된 버전의 ISC BIN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DNSSEC를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간소화되고 서비스가 DOS 공격에 대해 더 강력해졌습니다.

성능 및 관찰 기능

이 절에서는 이 릴리스의 새로운 플랫폼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SPARC 및
x86 기반 시스템용 Oracle Solaris를 최적화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에 대해 보다 향상된 진단
을 제공합니다.

DTrace SCSI 공급자

Oracle Solaris 11.4 릴리스에는 SCSI 명령 및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작업 관리 기능을 추
적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DTrace SCSI 공급자가 도입되었습니다. SCSI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
습니다.

■ 내부 구조를 알지 못해도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SCSI 명령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한 SCSI T10 표준을 따르는 프로브 및 구조가 포함됩니다.
■ 다른 계층에서 I/O 트래픽을 추적하는 DTrace I/O 공급자에 대응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새로운 프로브를 사용하는 scsitrace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SCSI 대상 재설정을 식별하는 1행 추적을 보여줍니다.
# dtrace -n 'scsi:::tmf-request
                      /(args[1] == SCSI_TMF_TARGET_RESET) &&
                       (args[0]->addr_path != "NULL")/ {                   
        printf("Target Reset sent to %s", args[0]->addr_path);}'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 DTrace(동적 추적) 설명서 의 “iscsi Provider”를 참조하십시오.

DTrace fileops 공급자

fileops 공급자는 개발자보다는 Oracle Solaris 관리자를 위해 의도된 표준 UNIX 파일 작업 프로브의 전
체 세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는 의사 파일 시스템을 포함하여 모든 파일 시스템에 대해 read 또
는 write 대기 시간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fileops 프로브는 open, close, read, write 등의 파일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브는 특정 파일
시스템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외부 저장 장치에 대한 I/O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fileops:::
read 프로브는 데이터가 디스크에서 시작되었는지 또는 메모리에 캐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파일에서
읽기가 수행될 때 발생합니다.

read 프로브를 사용하면 여러 다른 파일 시스템 유형에서 읽기 대기 시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ileops:::read
{
    @[args[0]->fi_fs] =
    quantize(args[1]);
}

결과 출력은 시스템에서 모든 파일 시스템 유형 간의 읽기 수 및 대기 시간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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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 DTrace(동적 추적) 설명서 의 “fileops Provider”를 참조하십시오.

TCP, UDP 및 IP용 DTrace MIB 공급자

Oracle Solaris 11.4 릴리스에서는 TCP, UDP 및 IP 연결을 식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스택에서 이벤트
를 관찰하기 위한 기존 DTrace MIB 공급자가 프로토콜 정보를 표시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 DTrace(동적 추적) 설명서 의 “mib Provider”를 참조하십시오.

DTrace pcap() 작업

새로운 작업인 pcap()이 DTrace에 추가되었습니다. pcap() 작업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tracemem()과 같이 패킷 데이터를 표시하지만, 인접 버퍼에 병합된 상태로 표시합니다.
■ freopen()으로 캡처 파일이 지정된 경우, pcap() 작업은 libpcap 함수 pcap_dump()를 통해 패킷 캡처 파일

에 패킷 데이터를 캡처합니다. DTrace는 패킷 데이터에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프로브 컨텍스트에서 패킷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 데이터가 아직 인접 버퍼에 있지 않으면 인접 버퍼로 패킷 데이터를 병합합니다.
3. pcap_dump() 함수를 통해 지정된 파일에 데이터를 덤프합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호출

됩니다.

다음 pcap() 작업은 tracemem()과 같이 메모리를 stdout에 덤프합니다.
pcap(mblk, protocol);

다음 호출은 현재 pid를 지정하는 접미어를 사용하여 패킷 데이터를 캡처 파일에 덤프합니다.
freopen("/tmp/cap.%d", pid);
pcap(mblk, protocol);

이렇게 하면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별로 패킷 추적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freopen()은 삭제 작업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위 스크립트는 -w("삭제") dtrace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pcap() 작업은 삭제 작업이 아닙니
다.

DTrace print() 작업

DTrace에는 임의 유형을 표시하기 위한 새로운 print()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 dtrace -q -n 'fop_close:entry {print(*args[0]);exit(0)}'

vnode_t {
 v_lock = {
   _opaque = [ NULL ]
 }
 v_flag = 0x0
 v_count = 0x1
 v_data = 0xffffc10054425378
 v_vfsp = specfs`spec_vfs
 v_stream = 0xffffc100623354e8
 v_type = VCHR
 v_rdev = 0xee00000026
 v_vfsmountedhere = NULL
 v_op = 0xffffc10029d98040
 v_pages = NULL
 v_filocks = NULL
 v_shrlocks = NULL
 v_nbllock = {
   _opaque = [ NULL ]
 }
 v_c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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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opaque = 0x0
 }
 v_pad = 0xbadd
 v_count_dnlc = 0x0
 v_locality = NULL
 v_femhead = NULL
 v_path = "/devices/pseudo/udp@0:udp"
 v_rdcnt = 0x0
 v_wrcnt = 0x0
 v_mmap_read = 0x0
 v_mmap_write = 0x0
 v_mpssdata = NULL
 v_fopdata = NULL
 v_vsd_lock = {
   _opaque = [ NULL ]
 }
 v_vsd = NULL
 v_xattrdir = NULL
 v_fw = 0xbaddcafebaddcafe
}

#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 DTrace(동적 추적) 설명서 의 “print Action”을 참조하십시오.

Kstats v2 프레임워크

kstats(커널 통계) v2 프레임워크는 이전 kstat 프레임워크와 비교할 때 더 나은 성능 및 많은 최적화를 제
공합니다. 포함된 구성요소 중 새로운 중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커널 API – v2 kstats를 만들고 조작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Kstat은 고유한 URI를 사용해서 식별되
며, kstat에 포함되는 이름-값 쌍과 kstat 모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이 API를 사용해서
kstat이 보고 중인 값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 libkstat2 라이브러리 – 커널에 생성된 v2 kstat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Kstat은 고유한 URI를
통해 조회되며, 해시맵으로 표시됩니다. 개발자는 특정 kstat URI 레벨에서 이벤트에 가입할 수 있으
며, 해당 URI 트리의 항목 아래에 있는 kstat이 추가되거나 URI 트리의 항목 아래에서 제거될 때 알림
을 얻을 수 있습니다.

■ /usr/bin/kstat2 유틸리티 – kstat에 대한 CLI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기능은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kstat을 조사하고 명령줄에서 지정된 기준과 일치하는 통계를 보고합니다. 그런 다음 일치하는
각 통계가 해당 URI 및 실제 값과 함께 출력됩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 구문 분석 가능한 형식
및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형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출력 형식이 지원됩니다.

커널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stat2_create(9F), kstat2_create_with_template(9F) 및
kstat2_create_histogram(9F)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ibkstat2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bkstat2(3LIB) 및 kstat2(3KSTAT2)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kstat2 유틸리티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kstat2(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FMA 코어 파일 진단

Oracle Solaris 11.4에는 코어 파일 진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userland 코어 파일에서
기본 원격 측정항목 요약을 제공하고, 사용자 알림을 위한 FMA 경보를 발생시키고, 진단 코어 보존 정책
및 SMF 사례 연관을 제공합니다.

진단 코어 파일에는 컨텐츠 크기를 작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컨텐츠만 포함됩니다. 코어 파일은 텍스트
요약 파일이 생성된 후 디스크 공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삭제됩니다. 스택 진단과 같은 다른 새로운 기능과
함께 FMA를 사용하면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요약 파일에 있는 스택에서 알려진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
다. 보존 정책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coreadm 명령을 통해 진단 코어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coreadm 명
령은 또한 즉시 코어 삭제 또는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코어 개수 유지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례 연관
기능은 sw-diag-response 진단 엔진용입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오류로 이어지는 모든 코어 진단 경보는
각 이벤트의 스택 및 환경 데이터 세트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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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용자가 진단 코어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올바르게 실행되
지 않고 서비스가 중단되면, 관리자가 서비스 오류를 일으킨 모든 이벤트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실패한
프로세스 및 코드 실행에서 각 프로세스가 실패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readm(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files 향상된 기능

Oracle Solaris 11.4에서 pfiles 명령은 코어 파일 이름을 인수로 사용해서 코어를 덤프하는 프로세스로
열린 파일 설명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덤프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세
스 코어 덤프를 디버깅할 때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전의 Oracle Solaris 릴리스와 달리, Oracle Solaris 11.4에서 pfiles 명령은 실행 중인 대상 프로세스에
서 열린 파일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동안 해당 프로세스를 더 이상 중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roc(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fsstat을 통해 I/O 대기 시간 모니터링

fsstat 명령에는 read, write 및 readdir 작업에 대해 대기 시간 정보를 보고하는 새로운 -l 옵션이 포함되었
습니다. 대기 시간 정보는 물리적 I/O 작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응용 프로그램에 표시된 것처럼 파일 시스
템 성능을 나타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파일 시스템 유형 또는 개별 파일 시스템에 대한 파일 시스
템 대기 시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파일 시스템 성능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sstat(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CSI I/O 응답 시간 분포 통계

Oracle Solaris 11.4에서는 관찰 기능 향상을 위해 이제 SCSI I/O 응답 시간 또는 I/O 대기 시간 분포 정
보가 제공됩니다. I/O 응답 시간 분포를 사용하면 응답 시간 특이값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분포는 세 가지
서로 다른 x-스케일 옵션인 linear, log2-based 및 log10-based를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에 저장됩니다. 분포
는 iostat 명령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표시를 위해서는 -x 및 -Y 옵션과 함께 -L 옵션
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분포 정보는 성능 문제를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d(4D) 및 iostat(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가상화 기능
이 절에서는 이 릴리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가상화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성능 저하 없
이 효율적인 클라우드 가상화를 제공하며, 최적화된 리소스 사용으로 클라우드에서 대규모 응용 프로그램
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서 실행하여 변경할 수 없는 영역 구성

처음에 Oracle Solaris 11 11/11에 도입되었던(비전역 영역의 경우 읽기 전용 루트) 변경할 수 없는 파일
시스템 기능이 크게 확장되어, 이제는 변경할 수 없는 영역을 훨씬 쉽게 채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변경할 수 없는 영역에서 특정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해당 영역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영
역으로 설정해야 했습니다. Oracle Solaris 11.4에서는 영역이 다른 사용자에 대해 여전히 변경할 수 없는
영역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TPD(신뢰할 수 있는 경로 도메인)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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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D에서 실행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etc/security/tpdusers 파일에 사용자를 추가하고 console-login 서비스에서 start/trusted_path를
true로 설정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원격 RAD 액세스를 위해서는 rad:remote 서비스에서 method_context/
trusted_path를 true로 설정하고 TPD에 원격 액세스가 허용된 각 사용자에 대해 tpd=yes를 user_attr 항
목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Creating and Using Oracle Solaris Zones 의 “Administering an Immutable Zone by
Using the Trusted Path Domain”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TPD에서 실행되는 관리자 외에도 Creating and Using Oracle Solaris Zones 의 “SMF Services in
Immutable Zones”에 설명된 대로 TPD에서 실행되도록 일부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커널 영역에서 Silicon Secured Memory 지원

Oracle Solaris 커널 영역에서 Software in Silicon 지원이 SSM(Silicon Secured Memory)을 포함하도
록 향상되었습니다. SSM은 악의적인 침입 및 운용 환경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 결함으로부터 보호를 돕기
위해 메모리 내의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액세스 검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보안 및 신뢰성 수준을 향상시켜
줍니다.

SSM 보호는 기본적으로 Oracle Database 12c에서 사용되며,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Creating and Using Oracle Solaris Kernel Zones 의 “Software in Silicon Features on
Kernel Zones”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Silicon Secured Memory 보안 악용 완화” [5]를 참조하십시오.

SPARC M7 및 M8 DAX 보조 프로세서를 위한 Oracle Solaris 커널 영역
지원

이 기능을 통해 Oracle Solaris 소프트웨어는 Oracle Solaris 커널 영역에서 실행될 때 Oracle 메모리
내 데이터베이스 제품의 HPK(고성능 커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SPARC M7 and M8 DAX(Data
Analytics Accelerator) 쿼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RDBMS 제품의 HPK 라이브러리는 IMC(In-Memory Columnar)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벡터 또는 컬럼 형
식 데이터에서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작업을 제공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하드웨어 특정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Oracle Solaris 커널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 DAX 질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영역 구성 리소스, Oracle Solaris 커널 영역 만들기 및 사용 의 “Software
in Silicon Features on Kernel Zones” 및 zonecfg(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VLAN 인식 Oracle Solaris 커널 영역

VLAN은 각 논리적 네트워크가 고유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되도록 단일 Layer 2(L2) 네트워크를 여러
논리적 네트워크로 분할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VLAN에 연결된 모든 장치가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장치의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Oracle Solaris 커널 영역은 VLAN ID를 하나만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Oracle Solaris 11.4 릴
리스에서는 영역 구성에서 새로운 vlan 리소스 유형을 지정하여 anet별로 추가 VLAN ID를 검증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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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Creating and Using Oracle Solaris Kernel Zones 의 “Configuring Virtual LANs in
Kernel Zones”을 참조하십시오.

전용 Oracle Solaris 영역 다시 시작 프로그램

영역 위임 다시 시작 프로그램 (system/zones:default)이 종속성 및 우선순위를 사용하여 부트 순서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이전 Oracle Solaris 릴리스에서는 이 서비스가 영역 부트 순서를 우선순위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일 시스템의 다른 영역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서로 의존하는 경우, 병렬로
모든 영역을 부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역 부트에 대한 마일스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영역 위임 다시 시작 프로그램은 다른 영역 또는 다른 서
비스에 대한 종속성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Zone-A 및 Zone-B가 부트를 완료한 후
또는 방화벽 서비스가 시작된 후 Zone-C 가 시작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boot-priority 및 smf-dependency 등록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vc.zones(8) 및 zonecfg(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고유 영역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라이브 영역 재구성

오늘날 SLA(서비스 단계 계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 또는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고
Oracle Solaris 영역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LZR(라이브 영역 재구성)을 통해 사용자
는 Oracle Solaris 영역 구성을 변경하고 영역을 재부트할 필요 없이 영구 또는 임시 변경이든 이를 실행
중인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11.4 릴리스에서는 LZR 방법을 사용하여 Oracle Solaris 고유 영역에서 ZFS 데이터 세트
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커널 영역 만들기 및 사용 의 4 장, “Live Zone Reconfiguration of Kernel
Zones”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영역 이동

Oracle Solaris 11.4에서는 move 하위 명령과 함께 zoneadm 명령을 사용하여 설치된 Oracle Solaris 영역을
다른 저장소 URI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로컬 파일 시스템(기본값)에서 공유 저장소로 Oracle Solaris 영역 이동
■ 공유 저장소에서 로컬 파일 시스템으로 Oracle Solaris 영역 이동
■ 하나의 공유 저장소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Oracle Solaris 영역을 이동하고 zonepath 변경
■ Oracle Solaris 영역 설치를 이동하지 않고 zonepath 변경

자세한 내용은 solaris(7), zones(7) 및 zoneadm(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Oracle Solaris 영
역 만들기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영역 콜드 마이그레이션

Oracle Solaris 11.4에서는 공유 저장소를 사용하여 설치된 상태의 Oracle Solaris 영역을 zoneadm 명령을
사용해서 다른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공유 저장소를 사용하여 설치된 상태 또는 일시 중
지된 상태의 Oracle Solaris 커널 영역도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이 아닌 Oracle Solaris 영
역 및 Oracle Solaris 커널 영역은 sysadm 명령을 사용하여 비움으로써, 전역 영역의 일정이 잡힌 작동 중지
시간 중 향상된 영역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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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zoneadm(8), solaris(7), solaris-kz(7) 및 sysadm(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VM Server for SPARC 가상 SCSI HBA를 위한 다중 경로 지정

Oracle Solaris 11.4에서 가상 HBA 부속 시스템은 해당 driver.conf 파일에 다중 경로 지정이 사용으로 설
정된 물리적 HBA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Oracle Solaris 12에서 SAN 장치 및 다중 경로 지정
관리에 설명된 대로 HBA 포트별 기준으로 sun4v 서비스 도메인에서 Oracle Solaris I/O 다중 경로 지정이
지원되도록 합니다.

vhba 모듈은 Oracle Solaris 11.3의 초기 릴리스 이후로 게스트 도메인에서 다중 경로 지정을 지원했습니
다. sun4v 시스템의 두 도메인에서 다중 경로 지정을 허용하면 내결함성 및 SCSI 장치에 대한 I/O 처리량이
향상됩니다.

Oracle VM Server for SPARC 가상 SCSI HBA를 위한 장치 마스킹

Oracle Solaris 11.4에서는 사용자가 물리적 SCSI 장치의 명시적 세트를 나타내도록 가상 SAN(Storage
Area Network) 장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vSAN 장치의 원래 및 기본 동작은 사용자 지정된 SCSI HBA
개시자 포트에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SCSI 장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Oracle Solaris 11.4에서 사용자는 명령을 입력하여 지정된 vSAN 장치에서 명시적인 물리적 SCSI 장치
를 동적으로 추가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정 vSAN 장치를 특정 게스트 도메인과 연결함으로써, 특정 게
스트 도메인이 액세스할 수 있는 물리적 SCSI 장치를 사용자가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 기능

이 절에서는 이 릴리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시스템 관리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완
벽한 구성 관리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시스템에 걸쳐 구성 적용을 자동화하며, 안전한 원격 관리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서 실행하여 변경할 수 없는 영역 구성” [17]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시스템 웹 인터페이스 대시보드를 사용한 시스템 데이터 시
각화 및 성능 분석

Oracle Solaris는 통계 도구(예: mpstat), DTrace 및 감사 레코드를 비롯한 여러 시스템 관찰 가능 도구를
제공합니다. Oracle Solaris 시스템 웹 인터페이스 대시보드에서는 여러 종류의 단일 시스템 및 응용 프로
그램 성능 데이터를 그래픽 방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찰 가능성 및 분석 효율을 향상시
켜 줍니다. 현재 시스템 상태를 식별하고, 시간별 통계, 오류 및 관리 변경사항을 시각화하고 다른 기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서는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관련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및
이전 데이터 그래프를 비교하여 비정상 상태 및 추세를 시각화하고, 동일 페이지의 추가 차트에서 관련 데
이터를 그래프로 확인하고, 동일 그래프에서의 감사 이벤트와 같은 이벤트를 다른 데이터와 함께 볼 수 있
습니다.

Oracle Solaris 시스템 웹 인터페이스 대시보드는 현재 및 최근 성능, 최근 시스템 결함 및 기타 이벤트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보 조합을 통해 문제 진단을 위해 조사할 시스템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선택된 유형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 평균 사용률을 보거나 단일 리소스의 사용률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부분 소비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CPU 사용량 데이터 외에도, CPU 사용량 데이터의 영역 분할 영역을 선택하여 CPU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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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가 특정 영역 또는 작업 부하에 할당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 Analytics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통계 저장소에 사용자의 고유 데
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 Analytics에 사용자 정의 데이터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DAX 사용률 및 성능 표시

SPARC M7, M8, T7 및 T8 시스템에서는 daxstat 명령을 사용하여 DAX 통계(per-dax, per-cpu 또는
per-queue)를 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daxinfo 명령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DAX 하드웨어의 정적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는 성능 및 진단 보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aging System Information, Processes, and Performance in Oracle Solaris 11.4
의 “Displaying DAX Information” 및 daxstat(8) and daxinfo(8) 메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MF 중첩 등록 정보 그룹

Oracle Solaris SMF(서비스 관리 기능)는 응용 프로그램별 구성 파일이 아니라 중앙 위치에 시스템 구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반구조를 제공합니다. 이전 SMF 모델링 기능은 구성 데이터 간 연계를 모델링
하는 기능으로 제한되었습니다.

Oracle Solaris 11.4 릴리스는 서비스 또는 인스턴스로 등록 정보 그룹의 상위 항목을 지정할 수 없고, 다
른 등록 정보 그룹만 상위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SMF 등록 정보 그룹 관계를 수정합니다. 이러한 관
계의 도입에 따라 이제는 더 다양한 시스템 구성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추
가되어, 이제는 등록 정보 그룹을 고유하게 식별할 때, 이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계보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첩된 등록 정보 그룹에는 등록 정보 그룹과 동일한 권한 모델 및 등록 정보 그룹과 동일한 템플리트 확인
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mf_template(7)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SMF 프로파일 계층

Oracle Solaris 11.4에는 enterprise-profile, node-profile 및 sysconfig-profile의 새로운 SMF 프로파일
계층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 릴리스에서는 SMF 구성을 site-profile 및 admin 계층에만 적용할 수 있었습
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여러 계층을 사용해서 enterprise-profile 계층에 일반적으로 유용한 구성을 적용하
고, site-profile 계층에 위치별 구성을 적용하고, node-profile 계층에 호스트별 구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시스템 또는 개별 시스템의 하위 세트가 보다 일반적인 구성을 대체해야 하는 환경
에서 SMF 프로파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aging System Services in Oracle Solaris 11.4 의 “Repository Layers” 및
Managing System Services in Oracle Solaris 11.4 의 5 장, “Configuring Multiple Systems”을 참조
하십시오. 또한 smf(7), svccfg(8) 및 svcprop(1) 매뉴얼 페이지와 sysconfig(8), solaris(7), solaris-kz(7) 및
smf_bootstrap(7)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목표 서비스

Oracle Solaris 11.4에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인 목표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목표 서비
스가 종속된 구성 가능한 서비스 세트에 대한 단일 모니터링 지점을 제공합니다. 목표 서비스의 종속성을
충족할 수 없으면, 목표 서비스가 유지 관리 상태로 전환되고, 소프트웨어 FMA 경보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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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시스템 서비스 개발 의 7 장, “Creating a Service that Notifies if
Conditions are not Satisfied”와 smf(7) 및 svcadm(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장치 핫 플러그 오류 진단

Oracle Solaris 11.4의 새로운 장치 사용량 정보 기능은 hotplug 오류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전
릴리스에서는 hotplug 명령이 사용 중인 장치 제거를 실패할 때, “Devices or resources are busy.” 메시
지가 표시되었지만, 추가 설명이 없어서, 문제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기능을 통해
장치를 열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추가 정보가 표시되어, 문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
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치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hotplug offline /pci@0,0 pci.1,0
ERROR: devices or resources are busy.
/pci@0,0/pci8086,3408@1/pci1000,1000@0/sd@0,0:
   { Hold: module devfs (modid=6). }
   { Hold: module specfs (modid=3): spec_open() }
   { Open: process format[123501]. }
   { Open: module zfs (modid=49). }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장치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sysadm 유틸리티

Oracle Solaris 11.4에는 새로운 sysadm 유틸리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시스템의 유지
관리 모드를 제어하고, 시스템에서 호스트된 영역 비우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모드를 시작하
면 감사 레코드가 기록되고, 모든 영역의 이후 연결, 부트 또는 시스템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이 방지됩니다.
시스템에서 영역 SMF 서비스 인스턴스에 지정된 대상으로 모든 solaris-kz 브랜드 영역을 마이그레이션하
면 호스트를 비울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모드 및 비우기를 사용하면 영역 호스트에서 관리를 수행하거나 서비스에서 이를 제거할 수 있
습니다. 실행 중인 커널 영역에 대한 중단 없이 몇 가지 명령만 사용하여 새로운 영역이 연결 또는 부트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모든 실행 중인 커널 영역을 외부로 마이그레이션하고, Oracle Solaris 업데이트와 같이
재부트가 필요한 일부 유지 관리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커널 영역을 다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sysadm(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OpenLDAP 및 OUD 서버 구성 자동화

ldapservercfg 유틸리티는 OpenLDAP 서버 및 Oracle Unified Directory(OUD) 서버 구성을 자동화하
여 Oracle Solaris LDAP 이름 지정 서비스 및 계정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 유틸리티는 svc:/network/ldap/
server:openldap SMF 서비스에 통합되어 있으며, 처음 사용으로 설정될 때 서버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대화식으로 실행하여 OpenLDAP 서버 구성을 사용자정의하거나 OUD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ldapservercfg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OpenLDAP 및 OUD 서버를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RAD를 사용한 원격 계정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dapservercfg(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uppet 구성 관리 소프트웨어

Puppet은 Oracle Solaris 서버 및 해당 부속 시스템을 포함하여 여러 플랫폼의 구성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
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간 소프트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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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ppet을 사용하면 전체 IT 기반구조에서 리소스 구성을 표준화하고 강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11.4에는 파일, 패키지, 사용자 및 서비스를 포함한 코어 Puppet 리소스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또한 Oracle Solaris에서 기타 타사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
막으로 Oracle Solaris 영역과 같이 Oracle Solaris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Oracle Solaris 특
정 리소스 유형이 제공되었습니다.

새로운 Oracle Solaris Puppet 구성 옵션 config/degrade_smf_on_error Degrade_smf_on_error는 Puppet 매
니페스트 적용 중 리소스 오류가 발생할 때 puppet:agent 서비스가 상태를 성능 저하 상태로 변경하도록 만
듭니다. Puppet은 성능 저하로 표시된 후에도 계속 실행됩니다. 이 옵션은 Puppet 매니페스트 적용 중 리
소스 오류를 사용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Oracle Solaris 11.4에서는 Puppet 5.5가 지원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설치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이전 Puppet 버전이 설치된 경우, 해당 버전이 Puppet 5.5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이 업
그레이드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Oracle Solaris 12에서 Puppet을 사용하여 구성 관리 수행 의 “What’s
New in Puppet in Oracle Solaris 11.4”을 참조하십시오.

Puppet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Puppet Documentation을 참조하십시오.

MCollective

MCollective로 알려진 Marionette Collective는 대규모 서버를 보다 쉽게 구축 및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대규모 서버로 작업할 때는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정적 도구 목록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
니다. MCollective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 방법과 호스트 검색을 위한 필터링을 지원합니다.

MCollective는 또한 게시-가입 패턴을 사용하여 미들웨어 구성요소에 연결된 모든 서버로 요청을 브로드
캐스트합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연결된 필터가 포함되므로, 필터와 일치하는 서버만 요청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Puppet을 사용하여 구성 관리 수행 및 Using MCollective
Command Line Applications를 참조하십시오.

Augeas

Augeas는 여러 형식의 UNIX 구성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통합 방식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및 명령줄 도
구입니다. Augeas를 호출하면 트리 형식으로 구성 파일을 읽고 표시할 수 있는 명령줄 인터페이스가 제공
됩니다. 그런 다음 Augeas 인터페이스 내에서 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원래 구성 파일
형식으로 다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Augeas는 여러 UNIX 구성 파일을 조작하기 위한 단일 공용 API를 제공합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은 구
성 파일 수정을 위해 고유한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 없이 이 AP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LDAP 계정을 위한 기본 사용자 속성

Oracle Solaris 11.4에서는 한정 사용자 속성의 기능이 특정 호스트 또는 netgroup의 기본 설정을 제공하
도록 확장되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지정된 속성이 없는 LDAP 기반 사용자 계정은 해당 계정이 실행된 호스
트의 기본 속성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기반 기본 속성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netgroup의
구성원인 경우, 해당 netgroup과 연관된 속성이 상속됩니다. 이 기능은 netgroup 멤버쉽을 기준으로 공통
사용자 속성을 공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LDAP 기반 계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user_attr(5), useradd(8), userdel(8) 및 usermod(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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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adm 도구

useradm 도구는 사용자 및 역할 계정의 관리를 위한 대화식 메뉴 기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Visual
Panels User Manager를 대신합니다. 이 도구는 usermgr(3rad)에 설명된 Python 바인딩을 사용하는 RAD
클라이언트로 구현되며, 모든 터미널 창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 가능한 선택
항목의 목록이 포함된 계층적 메뉴로 구성됩니다.

useradm의 메뉴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및 역할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액세스 권한, 감사 및 암호
관리와 같은 모든 계정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효한 옵션이 스크롤 목록에 표시되어, 키보
드로 조작하고, 적합한 키 입력을 사용해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eradm(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결함 출력으로 버그 식별

새로운 stackdiag 기능에서는 fmadm faulty를 사용하여 결함을 일으켰을 수 있는 모든 버그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알려진 버그 목록을 사용하여 My Oracle Support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고장, 결함 및 경보 관리 및 stackdiag(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fcinfo 유틸리티

Oracle Solaris 11.4에서는 fcinfo 유틸리티가 다음 기능을 제공하도록 향상되었습니다.

■ HBA 포트의 원격 포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fcinfo remote-port 명령은 옵
션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각 HBA 포트에 대해 모든 원격 포트의 개수 및 세부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
다.

■ 개별 저장소 어레이로 표시된 모든 LUN의 경로 클래스 및 경로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fcinfo lu
-v 명령은 각각 -P 및 -N 옵션을 사용하여 원격 포트 및 노드 WWN(World Wide Name)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cinfo(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IPS 저장소 관리 옵션

Oracle Solaris IPS(Image Packaging System)에는 패키지 저장소 액세스를 관리하고 일부 설치 및 업
데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네트워크 캐시를 무시합니다. 캐시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무시하기 위해 이름이 --no-network-cache인 새
로운 전역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패키지 데이터 액세스와 관련된 문제는 패키지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 기반 패키지 저장소 사이의 프
록시를 캐시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o-network-cache 옵션을 사
용하여 항상 저장소에서 패키지 데이터를 가져오고, HTTP 프록시에 포함될 수 있는 캐시에서는 데이
터를 가져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소프트웨어 추가 및 시스템 업데이트 의 “Initial
Troubleshooting Steps” 및 pkg(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특정 원본을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pkg set-publisher 하위 명령의 -d, -e 및 -g 조합을 사
용해서 게시자의 특정 원본을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소프트웨어 추가 및 시스템 업데이트 의 “Enabling and
Disabling Publisher Origins” 및 pkg(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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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에서도 더 효율적인 오류 메시징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파일 항목을 보고하는 오류 메시지
에 해당 파일을 제공한 패키지도 포함됩니다.

설치 및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

이 절에서는 이 릴리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설치 및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
능을 통해 소프트웨어 설치 및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를 통한 빠른 업데이트 및 배치가 가능합니다.

처음 부트할 때 시스템 서비스 시작

svc-create-first-boot 도구는 처음 부트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고, 사용자정의하고, 게시하기 위한 단일 인
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패키지 저장소 경로 및 처음 부터 스크립트를 명령줄 인수로 제공합니다. 이 도구
는 지정된 저장소에 처음 부트 서비스 패키지를 게시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처음 부트 시에 스크립트
를 자동으로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vc-create-first-boot(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설치 프로그램을 위한 RAD API

Oracle Solaris 11.4에는 자동 설치 프로그램을 위한 RAD API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API는 AI(자동 설
치) 서버의 원격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RAD 지원 클라이언트 언어를 사용하여 AI 서버를 관리하도
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oinstall(3rad)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MAC-SHA256용 자동 설치 프로그램 지원

이제 HMAC-SHA256을 사용하여 Oracle Solaris AI 설치에 보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새로운
AI 서비스 및 클라이언트 보안을 위한 HMAC 알고리즘 정책으로 HMAC-SHA25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또한 서비스 및 클라이언트에 즉시 적용되도록 HMAC 유형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용자가 설치
할 수 있도록 HMAC-SHA256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HMAC-SHA256을 관리자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HMAC-SHA1로 보호되는 기존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전까지 HMAC-SHA1로 계속 보호됩니
다.

HMAC-SHA256은 WAN 부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Oracle Solaris AI 설치의 초기 부트 단계에 대한 인
증 및 무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AI 지원은 SPARC OBP 펌웨어 지원과 함께 광역 네트워크 설치를 위
한 현대적 표준을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nstalladm(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Unified Archive를 위한 디하이드레이션 및 리하이드레
이션

Oracle Solaris UAR(Unified Archive)을 위한 디하이드레이션 및 리하이드레이션은 현재의 아카이브 기
술을 개선해서 IPS 디하이드레이션/리하이드레이션 기술을 활용하고 생성된 UAR의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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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아카이브 디하이드레이션은 아카이브 이미지의 대체 루트에서 편집할 수 없는 모든 패키지화된
파일 및 패키지화된 하드 링크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집할 수 없는 패키지화된 파일은 보존 속성
또는 오버레이 속성이 없거나 dehydrate=False의 태그 지정된 값이 없는 현재 설치된 패키지 버전으로 제공
된 파일입니다. 반면에 리하이드레이션은 디하이드레이션으로 제거된 모든 파일 및 하드 링크를 다시 설치
하여 아카이브 이미지를 원래 상태로 복원합니다.

이 기능은 ISV(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UAR 내부에서 응용 프로그램 스택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본 OS가 디하이드레이션되어 ISV가 OS에 대한 저작권 및 배포 권한에 따른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ISV는 완전히 배치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 스택 및 OS 이미지를 만들고, 디하이
드레이션 작업을 통해 아카이브에서 OS 이미지를 제거하여 ISV 응용 프로그램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객은 이렇게 디하이드레이션된 아카이브를 배치하고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OS 저장소 사본으로
부터 OS를 리하이드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경우에 따라 크기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디하이드레이션은 아카이브가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줄임으로써 여러 아카이브에 대해 효과적인 저장소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해결 방법을 제공
합니다.

고객이 여러 시스템 간에 배치하려는 디하이드레이션된 아카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rehydrate 하위 명령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디하이드레이션된 아카이브를 다시 정상적으로 하이드레이션된 상태로 리하이드레이
션할 경우, 하이드레이션된 아카이브의 배치 시간이 디하이드레이션된 아카이브보다 짧기 때문에 배치 시
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rchiveadm(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loudbase-init 지원

cloudbase-init 서비스는 클라우드에서 게스트 운영 체제의 초기 구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사용
자 만들기, 암호 생성, 정적 네트워킹 구성, 호스트 이름, SSH 공개 키 및 사용자 데이터 스크립트가 포함
됩니다.

Oracle Solaris 11.4 버전의 cloudbase-init는 cloudbase-init IPS 패키지로 제공되는 SMF(서비스 관리 기
능) 서비스(application/cloudbase-init)입니다.

■ cloudbase-init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치되는 이미지에만 패키
지를 설치하십시오.

■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 구성 파일 /etc/cloudbase-init.conf는 UserData 플러그인만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내보낸 스크립트는 일반적으로 권한이 있는 액세스가 필요한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
램 구성 작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cloudbase-init 서비스는 root 사용자로 실행되며, 모든 사용자 데이터
스크립트도 root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iSCSI-iSER의 부트 풀을 통한 Oracle Solaris 부트

이 기능에 따라 부트 풀은 iSCSI-IPoIB 대신 iSCSI-iSER을 기본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하여 Oracle
Solaris를 부트할 수 있습니다. 서버는 부트 풀을 사용하여 iSCSI 대상에서 펌웨어로 액세스할 수 없는 저
장 장치를 부트할 수 있습니다. iSCSI-iSER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iSCSI-IPoIB보다 빠르게 Oracle Solaris를 부트합니다.
■ iSCSI-iSER를 통해 rpool에 액세스합니다.

■ 더 높은 처리량
■ 낮은 전송 대기 시간
■ 낮은 CPU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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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구성이 필요합니다.

UEFI 보안 부트

Oracle Solaris x86의 UEFI 보안 부트를 사용하면 UEFI 보안 부트가 사용으로 설정된 플랫폼에서
Oracle Solaris를 설치 및 부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부트 중 트러스트 체인을 유지 관리하여 보다 강
력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서명은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전에 확인됩니다.
부트 프로세스 중에는 서명되지 않았거나, 손상되었거나, 잘못된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인한 체인 중단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Oracle Solaris 부트를 위해 사용된 펌웨어 및 소프
트웨어가 올바르고 수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에서 시스템 및 연결 장치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개발자를 위한 향상 기능

이 절에서는 최신 라이브러리 및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개발자를 위해 이 릴리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향상 기능에 대
해 설명합니다.

C11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 지원

Oracle Solaris 11.4에는 "ISO/IEC 9899:2011 정보 표준 - 프로그래밍 언어 - C"의 C11 프로그래밍 언
어 표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C11 표준은 C99 표준의 호환 개정판입니다. 지금까지 C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은 단일 UNIX 사양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C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인 C11은
다음 UNIX 사양과 별개로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11.4는 C99와 함께 C11 지원을 제공하여 이후의 UNIX 사양에 포함되기 전에 먼저 C11
지원을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새로운 표준은 Oracle Developer Studio 12.5 또는 12.6, GCC 5 또는 7
및 LLVM/Clang 6.0 C 컴파일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또한 최신 C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
을 사용하여 C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 컴파일 환경

Oracle Solaris 11.4에서 기본 컴파일 모드(특정 POSIX 표준에 대한 준수를 요청하기 위해 기능 테스트
매크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 항목을 표시합니다.

■ 최신 POSIX 사양에 해당하는 이름 공간
■ 일반적으로 Oracle Solaris OS에서 제공되는 다른 모든 함수 및 이름

Oracle Solaris 11.4에서 최신 POSIX 사양은 IEEE Std. 1003.1-2008 Base Specifications, Issue 7
(즉, XPG7, UNIX V7, SUSv4)입니다.

바이너리 호환성은 유지 관리됩니다. 하지만 소스 호환성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POSIX 스레드 기능 테스트 매크로 _POSIX_PTHREAD_SEMANTICS가 오래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
다. 헤더 파일에서 테스트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D_POSIX_PTHREAD_SEMANTICS를 사용
해서만 표시되던 인터페이스 버전 또는 적절한 표준 기능 테스트 매크로가 이제 기
본적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asctime_r(), ctime_r(), getgrgid_r(), getgrnam_r(),
getlogin_r(), getpwnam_r(), getpwuid_r(), readdir_r(), sigwait() 및 ttyname_r()이 포
함됩니다. 초안 POSIX 스레드 표준을 기반으로 하던 이전의 기본 인터페이스도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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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시에 -D__USE_DRAFT6_PROTOTYPES__를 사용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ntro(3)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X/Open 소켓(XNS
Issue 4)

이전에 X/Open 표준으로 정의된 소켓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
D_XOPEN_SOURCE=500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이제는 기본 컴파일 환경
에도 표시됩니다. 이전의 SunOS4.x 스타일 소켓에 의존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컴
파일을 위해서는 이제 -D__USE_SUNOS_SOCKETS__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ocket.h(3HEAD)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세스 제어 라이브러리

Oracle Solaris 11.4에는 /proc 인터페이스 기능에 대해 상위 레벨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
세스 제어 라이브러리인 libproc가 포함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또한 프로세스 및 스레드 조사 및 제어를
위해 필요한 기호 테이블과 같은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libproc를 사용하는 제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희생자 프로세스를 잡아서 실행을 일시 중지합니다.
■ 희생자 프로세스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 희생자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조사하고 수정합니다.
■ 희생자 프로세스가 제어 프로세스를 대신해서 시스템 호출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다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실행되도록 희생자 프로세스를 해제합니다.

libproc 라이브러리는 해당 작업 수행을 위해 중단점 디버거에 필요한 모든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침입
을 인지하는 프로세스 없이 희생자 프로세스에 단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단한 1회 제어 응용 프로그
램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libproc(3LIB)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향상된 로케일 지원

Oracle Solaris 11.4에는 libc에서 제공되는 기존 로케일 지원 API에 대한 향상 기능과 UNIX V7 표준에
정의된 새로운 AP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selocale 및 UNIX V7 표준에 정의된 다른 API는 스레드 간 로
케일을 지원하도록 도입되었으며, 스레드의 로케일을 변경합니다. 새로운 API와 함께 기존 로케일 지원
API가 완전한 MT 안전성을 갖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libc에서의 기본 로케일 취급 성능이 향상되었고
여러 로케일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리소스 사용량이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elocale(3C), newlocale(3C), freelocale(3C), wctype(3C) 및 localedef(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모드 Watchpoint

Oracle Solaris 11.4는 이제 가상 메모리 맵 대신 SSM(Silicon Secured Memory)을 사용하여 사용자 모
드 watchpoint를 구현합니다. watchpoint는 메모리 위치가 기록되거나 읽혀질 때 트리거되는 이벤트이며,
디버깅 및 성능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Watchpoint는 현재 주소가 포함된 페이지를 액세스할 수
없도록 설정하여 구현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스레드가 동일 페이지에서 관련이 없는 위치에 자주 연결될 경
우 실행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반면에, SSM은 64바이트 캐시 라인을 사용해서 훨씬 미세한 조정이 가
능합니다. 또한 SSM은 다중 스레드로 구성되지만, 모든 스레드가 동일한 가상 메모리 페이지를 공유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dbx(1) and mdb(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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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race 라이브러리

Oracle Solaris 11.4에는 개발자가 bespoke DTrace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프로
세스 제어 라이브러리인 libdtrac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 DTrace(동적 추적) 설명서 의 부록 A, “libdtrace API Reference,”를 참
조하십시오.

DTrace에서 DWARF 지원

Oracle Solaris 11.4에서 DTrace는 DWARF를 사용하여 사용자 프로세스에 대해 소스 주소 지정 코드 메
타데이터 전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uresolve 옵션은 DWARF 디버깅 정보가 제공된 경우 사용자
주소를 소스 코드 파일 이름 및 행 번호로 변환하기 위한 DTrace의 ustack, uaddr 및 printf 작업을 지원합
니다. 이 기능은 공통 컴파일러 표준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통 진단 출력에 대해 보다 직관적인 해
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 DTrace(동적 추적) 설명서 의 “Data Recording Actions”에서 ustack,
uaddr, 및 printf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DWARF로 인코딩된 행 번호에 대한 pstack 지원

Oracle Solaris 11.4에서 pstack 명령은 DWARF 디버깅 정보가 제공된 경우, 소스 코드 메타데이터로 프
레임에 주석을 추가합니다. 이 기능은 공통 컴파일러 표준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통 진단 출력에 대
해 보다 직관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stack in the proc(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stack 및 mdb에서 DWARF 와인딩 해제

Oracle Solaris 11.4에서 pstack 및 mdb는 사용자 프로세스에 대한 DWARF 및 DWARF 스타
일 스택 와인딩 해제를 지원합니다. 또한 pstack 및 mdb는 Oracle Developer Studio의 새로운 -
preserve_argvalues=complete 옵션으로 컴파일된 프로세스에서 함수 인수를 복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
능이 x64 및 SPARC에서 32비트 및 64비트 프로세스에 모두 적용되더라도, 이 기능은 특히 amd64 프로세
스의 관찰 기능 및 진단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mdb ::stackregs dcmd는 이제 amd64에 대해 사용으로 설정되며, 프레임 레지스터가 DWARF 스타일의 와인
딩 해제된 테이블을 사용하여 복구됩니다.

Cython

Cython은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 및 Pyrex를 기반으로 하는 확장 C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최적
화 정적 컴파일러입니다. 이 기능은 Python을 사용하여 고성능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Cython C-Extensions for Python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Database Programming Interface-C

Oracle Database Programming Interface-C(ODPI-C)는 여러 버전의 Oracle Instant Client 라이브러
리에서 투명하게 작동하는 OCI(Oracle 호출 인터페이스)의 래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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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PI-C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 전 LD_LIBRARY_PATH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ODPI-C는 여러
버전의 Oracle Instant Client 라이브러리에서 투명하게 작동합니다. Oracle Instant Client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는 실행 전 ORACLE_HOME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ODPI-C를 사용하려면 developer/oracle/odpi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ODPI-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Database Programming Interface for Drivers and Applications
GitHub 프로젝트 및 libodpic(3LIB)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Instant Client는 IPS 형식으
로 제공되며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OTN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cx_Oracle Python 모듈

cx_Oracle은 Python 응용 프로그램에서 Oracle Database 12c 및 11i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Python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다른 운영체제용으로 사전 작성된 패키지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
금까지는 Oracle Solaris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듈은 32비트 및 64비트 형
식으로 제공됩니다. Oracle Solaris 패키지 버전 5.2는 Python 2.7 및 3.4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x_Oracl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추가 기능
이 절에서는 해당 릴리스의 새로운 추가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능 및 향상 기능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유틸리티, 서비스 및 도구 모음에 추가되어 향상된 생산성을 가져옵니다.

GNOME 데스크탑 환경

Oracle Solaris 11.4에서 Oracle Solaris Desktop 환경은 GNOME 2.30에서 GNOME 3.24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코어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일부 선택적인 응용 프로그램은 Oracle
Solaris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로그인 화면에서 최신 GNOME 셸 환경 또는 GNOME 클
래식 환경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4 Desktop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11.4에서는 Trusted Extensions 데스크탑 다중 레벨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며 Sun
Ray 구성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nd of Features (EOF) Planned for Future Releases
of Oracle Solaris를 참조하십시오.

man 명령 향상 기능

Oracle Solaris 11.4에서 System V 섹션을 사용하는 매뉴얼 페이지의 번호가 표준 섹션에 따라 다시 지정
되었습니다. 이전 릴리스에서 사용된 1m, 4, 5, 7 섹션 및 해당 하위 섹션은 이제 8, 5, 7, 4이고, 해당 하위 섹
션도 그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BSD, Linux 또는 MacOS X와 같은 다른 플랫폼에 익숙한 사용자는 man
명령을 사용해서 동일한 섹션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n 명령은 하나 이상의 슬래시를 포함하는 계층적 매뉴얼 페이지 이름의 검색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man system/name-service/switch를 실행하면 usr/share/man/man8s/system/name-service/switch.8s의 매뉴얼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man 명령에서도 하위 섹션에 대한 축약 스타일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printf(3c) 매뉴얼 페이지는 man
printf.3 또는 man -s 3 printf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man 명령은 필요한 경우 이전 설명서에서 참조를 찾기 위해 System V 섹션 번호를 표준 번호에 매핑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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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man(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AD 및 웹 대시보드용 Oracle Solaris 온라인 문서

RAD 및 웹 대시보드용 Oracle Solaris 온라인 문서 응용 프로그램은 Oracle Solaris System 웹 인터페이
스 대시보드에서 검색 가능한 문서를 표시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설명서에 액세스하려면
시스템 웹 인터페이스 대시보드 응용 프로그램 메뉴를 사용합니다. 문서는 IPS 패키지로 /usr/lib/webui/
htdocs/solaris/apps/docs 위치에 설치됩니다.

Oracle Solaris System 웹 인터페이스 대시보드는 RAD API 설명서에 액세스하기 위한 유일한 지점입니
다. 여러 위치에서 제공될 수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시스템 웹 인터페이스 대시보드 액세스가 매우 편리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odoc-bundle(5) 및 odoctool(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aps 인쇄 필터

paps는 Pango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변환합니다. paps는 입력 파일을
읽고 포스트스크립트 언어 또는 사용자 지정된 형식의 파일 렌더링을 표준 출력에 씁니다. paps는 모든 로
케일의 국제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텍스트 모양 및 양방향 텍스트 렌더링을 포함한 국제화된 텍스트 레이아
웃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aps(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conv 프레임워크 현대화

내부 전환용으로 cconv API를 사용하도록 Oracle Solaris iconv 명령 및 iconv() API가 현대화되었습니다.
cconv는 유니코드를 중간 인코딩으로 사용하는 통합 전환 방식입니다. cconv는 다양한 범위의 코드 세트를
지원하며, 사용자정의된 전환 규칙으로 전환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geniconvtbl 명령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conv(1), iconv(3C), cconv(3C), cconv_open(3C), cconv_close(3C), cconvctl(3C),
geniconvtbl(1) 및 geniconvtbl-cconv(5)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로케일 이름 폴백 방식

이 새로운 Oracle Solaris 11.4 기능은 gettext 명령의 검색 기능을 추가 디렉토리로 확장합니다. 메시지
카탈로그를 찾을 때 gettext 명령은 또한 fr_FR.UTF-8 외에도 fr_FR 및 fr과 같은 언어 및 지역 기반의 폴
백 디렉토리를 검색합니다. 이 기능은 gettext 명령이 다른 UNIX와 유사한 운영체제에서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gettext(3C)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Open Group UNIX V7 제품 표준 지원

Oracle Solaris 11.4는 The Open Group UNIX V7 제품 표준을 준수하도록 인증되었습니다. 이 인증
은 이전의 UNIX 03 인증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The Open Group Base
Specifications, Issue 7을 포함하는 Single UNIX 사양, 버전 4 및 승인된 기술 정오표에 따른 조정입니
다. 이 버전에서는 또한 인증된 시스템이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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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Developer Studio 12.5 또는 12.6 C 컴파일러를 사용할 때 또는 Oracle Solaris 11.4의 최신 gcc
또는 LLVM 또는 clang 버전을 사용할 때 Oracle Solaris 11.4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 ANSI X3.159-1989 프로그래밍 언어 - C 및 ISO/IEC 9899:1990 프로그래밍 언어 - C(C) 인터페이
스

■ ISO/IEC 9899:1990 개정 1:1995: C 무결성
■ ISO/IEC 9899:1999 프로그래밍 언어 - C
■ INCITS/ISO/IEC 9899:2011 프로그래밍 언어 - C

자세한 내용은 IEEE Std 1003.1TM-2008/The Open Group Technical Standard Base Specifications,
Issue 7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standards(7)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유니코드 8.0 지원

Oracle Solaris UTF-8 로케일이 유니코드 표준의 버전 8.0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유니코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기록 시스템에서 표현되는 텍스트의 일관적인 인코딩, 표현 및 취급을 위한 컴퓨트 업계 표준입니
다.

CLDR 28 업데이트

Oracle Solaris 11.4 로케일이 로케일 데이터 품질 향상을 제공하는 CLDR 버전 28로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2용 국제 언어 환경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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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프트웨어와 관련 문서는 사용 제한 및 기밀 유지 규정을 포함하는 라이센스 합의서에 의거해 제공되며, 지적 재산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라이센스 합의서 상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우나 법규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부분도 복사, 재생, 번역, 방송, 수정, 라이센스, 전송, 배포, 진열, 실행, 발행, 또는 전시될 수 없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
링, 디스어셈블리 또는 디컴파일하는 것은 상호 운용에 대한 법규에 의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만일 오류를 발견하면 서면으로 통지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본 소프트웨어나 관련 문서를 미국 정부나 또는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라이센스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배송하는 경우, 다음 공지사항이 적용됩니다.

U.S. GOVERNMENT END USERS: Oracle programs, including any operating system, integrated software, any programs installed on the hardware, and/or documentation,
delivered to U.S. Government end users are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pursuant to the applicabl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and agency-specific supplemental
regulations. As such, use, duplication, disclosure, modification, and adaptation of the programs, including any operating system, integrated software, any programs installed
on the hardware, and/or documentation, shall be subject to license terms and license restrictions applicable to the programs. No other rights are granted to the U.S.
Government.

본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는 다양한 정보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일반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는 개인적인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을 포함한 본질적으로 위험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일 본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위험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경우, 라
이센스 사용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모든 적절한 비상-안전, 백업, 대비 및 기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Oracle Corporation과 그 자회사는 본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위험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Oracle과 Java는 Oracle Corporation 및/또는 그 자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의 명칭들은 각 해당 명칭을 소유한 회사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Intel 및 Intel Xeon은 Intel Corporation의 상표 내지는 등록 상표입니다. SPARC 상표 일체는 라이센스에 의거하여 사용되며 SPARC International, Inc.의 상표 내지는 등록 상표입니다.
AMD, Opteron, AMD 로고, 및 AMD Opteron 로고는 Advanced Micro Devices의 상표 내지는 등록 상표입니다. UNIX는 The Open Group의 등록상표입니다.

본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와 관련문서(설명서)는 제3자로부터 제공되는 컨텐츠, 제품 및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와 오라클 간의 합의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Oracle Corporation과 그 자회사는 제3자의 컨텐츠,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모든 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Oracle
Corporation과 그 자회사는 제3자의 컨텐츠, 제품 및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사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어떠한 손실,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단, 사용자와 오라클
간의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설명서 접근성

오라클의 접근성 개선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docacc에서 Oracle Accessibility Program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오라클 고객지원센터 액세스

지원 서비스를 구매한 오라클 고객은 My Oracle Support를 통해 온라인 지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를 참조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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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No: E74965-01

Copyright © 2018,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Oracle® Solaris 11.4의 새로운 기능
	Oracle Solaris 11.4의 주요 기능
	보안 및 준수 기능
	보안 Sandbox
	보안 준수 평가
	Oracle Solaris Cluster 준수 검사
	파일별 감사
	확인된 부트 감사
	권한 있는 명령 실행 내역 보고
	KMIP 클라이언트 지원
	파일 및 프로세스 레이블 지정
	Silicon Secured Memory 보안 악용 완화
	패킷 필터
	Kerberos
	libsasl2
	account-policy 서비스
	Oracle Solaris Cryptographic Framework를 위한 PKCS #11 v2.40 지원

	데이터 관리 기능
	ZFS 최상위 레벨 장치 제거
	ZFS 일정이 잡힌 스크럽
	고속 ZFS 기반 파일 복사
	ZFS 원시 전송 스트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ZFS 전송 스트림
	구성 가능한 ZFS 읽기 및 쓰기 처리량 제한
	ZFS 섀도우 마이그레이션 모니터링 및 관리
	ZFS ACL 상속성 보존
	NFS 버전 4.1 서버 지원
	TCP 사용 NFSv3 마운트
	tmpfs의 확장 파일 시스템 속성
	SMB 3.1.1 지원

	네트워킹 기능
	SMF에 지속 네트워크 구성 마이그레이션
	IEEE 802.1X용 Oracle Solaris 클라이언트측 지원
	데이터 센터 TCP
	SR-IOV 사용 설정된 anets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및 HA 페일오버
	지속 정적 경로의 이름 지정
	Open Fabric Enterprise Distribution 3.18
	ISC BIND 9.10.3

	성능 및 관찰 기능
	DTrace SCSI 공급자
	DTrace fileops 공급자
	TCP, UDP 및 IP용 DTrace MIB 공급자
	DTrace pcap() 작업
	DTrace print() 작업
	Kstats v2 프레임워크
	FMA 코어 파일 진단
	pfiles 향상된 기능
	fsstat을 통해 I/O 대기 시간 모니터링
	SCSI I/O 응답 시간 분포 통계

	가상화 기능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서 실행하여 변경할 수 없는 영역 구성
	Oracle Solaris 커널 영역에서 Silicon Secured Memory 지원
	SPARC M7 및 M8 DAX 보조 프로세서를 위한 Oracle Solaris 커널 영역 지원
	VLAN 인식 Oracle Solaris 커널 영역
	전용 Oracle Solaris 영역 다시 시작 프로그램
	Oracle Solaris 고유 영역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라이브 영역 재구성
	Oracle Solaris 영역 이동
	영역 콜드 마이그레이션
	Oracle VM Server for SPARC 가상 SCSI HBA를 위한 다중 경로 지정
	Oracle VM Server for SPARC 가상 SCSI HBA를 위한 장치 마스킹

	시스템 관리 기능
	Oracle Solaris 시스템 웹 인터페이스 대시보드를 사용한 시스템 데이터 시각화 및 성능 분석
	DAX 사용률 및 성능 표시
	SMF 중첩 등록 정보 그룹
	새로운 SMF 프로파일 계층
	목표 서비스
	장치 핫 플러그 오류 진단
	sysadm 유틸리티
	OpenLDAP 및 OUD 서버 구성 자동화
	Puppet 구성 관리 소프트웨어
	MCollective
	Augeas
	LDAP 계정을 위한 기본 사용자 속성
	useradm 도구
	결함 출력으로 버그 식별
	fcinfo 유틸리티
	새로운 IPS 저장소 관리 옵션

	설치 및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
	처음 부트할 때 시스템 서비스 시작
	자동 설치 프로그램을 위한 RAD API
	HMAC-SHA256용 자동 설치 프로그램 지원
	Oracle Solaris Unified Archive를 위한 디하이드레이션 및 리하이드레이션
	cloudbase-init 지원
	iSCSI-iSER의 부트 풀을 통한 Oracle Solaris 부트
	UEFI 보안 부트

	개발자를 위한 향상 기능
	C11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 지원
	표준 컴파일 환경
	프로세스 제어 라이브러리
	향상된 로케일 지원
	사용자 모드 Watchpoint
	DTrace 라이브러리
	DTrace에서 DWARF 지원
	DWARF로 인코딩된 행 번호에 대한 pstack 지원
	pstack 및 mdb에서 DWARF 와인딩 해제
	Cython
	Oracle Database Programming Interface-C
	cx_Oracle Python 모듈

	새로운 추가 기능
	GNOME 데스크탑 환경
	man 명령 향상 기능
	RAD 및 웹 대시보드용 Oracle Solaris 온라인 문서
	paps 인쇄 필터
	iconv 프레임워크 현대화
	로케일 이름 폴백 방식
	Open Group UNIX V7 제품 표준 지원
	유니코드 8.0 지원
	CLDR 28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