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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에는 사용자가 Oracle 또는 Fujitsu SPARC M10 시스템을 사용할 때 숙지해야 하는 기본 

사양과 시스템 구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설명서에는 또한 SPARC M10 시스템의 개요가 제공되어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여러 작업 단계 또

는 용도에 대한 참조 설명서가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SPARC M10 시스템에는 성능과 신뢰성이 뛰어난 SPARC64 X+ 또는 SPARC64 X 프로세서가 장착되

어 있습니다.

머리말

머리말에는 다음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규약

 설명서 피드백

텍스트 규약

이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글꼴과 기호를 사용하여 특정 유형의 정보를 표현합니다.

글꼴/기호 의미 예

『』
참조 설명서 이름, 변수 또는 사용자 대체 텍스
트를 나타냅니다.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설치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 "
장, 절, 항목, 버튼 또는 메뉴 이름을 나타냅니
다.

"2장 네트워크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설명서 피드백

본 설명서와 관련된 의견이나 요청이 있으면 다음 URL 중 하나로 이동하십시오.

일본 사이트

http://jp.fujitsu.com/platform/server/sparc/manual/

글로벌 사이트

http://www.fujitsu.com/global/services/computing/server/sparc/downloads/manual/

Copyright © 2007, 2014, Fujitsu Limited. All rights reserved. Oracle 및/또는 그 자회사에서 이 자

료에 대한 기술적 정보와 검토 작업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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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 이해

라인업

SPARC M10 시스템 라인업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음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델에는 SPARC64 X+ 또는 SPARC64 X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권장 운영 체제는 성능과 기능이 강화된 Oracle Solaris 11입니다.

SPARC M10-1
이 컴팩트 모델은 단 하나의 랙 장치로 공간을 절약하고 성능을 높여 드립니다.

참조  섀시의 외부 모습 및 시스템 구성 예 - SPARC M10-1

SPARC M10-4
단 하나의 섀시를 사용하는 이 모델은 데이터 센터 통합과 가상화에 최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뛰

어난 미드레인지 서버입니다.

참조  섀시의 외부 모습 및 시스템 구성 예 - SPARC M10-4

SPARC M10-4S
이 모델은 섀시가 상호 연결된 섀시의 빌딩 블록(BB)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을 사용

하여, 필요한 처리 용량에 따라 연결된 섀시의 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내장된 

SPARC64 X+ 프로세서가 있는 섀시는 내장된 SPARC64 X 프로세서가 있는 섀시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이 모델은 미드레인지에서 하이엔드 서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서버에 대해 확장성/유연성이 

있습니다.

연결된 섀시의 시스템을 빌딩 블록 구성이라고 합니다.

참조  섀시의 외부 모습 및 시스템 구성 예 - SPARC M10-4S

이 절에는 SPARC M10 시스템의 라인업, 시스템 구성, 외부 모습 및 시스템 사양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버 주 장치

옵션

PCI 확장 장치
SPARC M10 시스템은 I/O 슬롯 확장을 위한 PCI 확장 장치를 제공합니다. 위 3개의 모델은 PCI 
Express(PCIe)를 지원하는 PCI 확장 장치를 지원합니다.

참조  섀시의 외부 모습 및 시스템 구성 예 - PCI 확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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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 M10 시스템에 필요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SPARC M10 시스템에서, XSCF 펌웨어와 Oracle VM Server for SPARC 등 다양한 펌웨어와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물리 분할과 논리 도메인을 구성합니다.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시스템 작동 

및 관리 안내서』의 "1장 SPARC M10 시스템 개요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XSCF 펌웨어는 SPARC M10 시스템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 제어 설비입니다.

XSCF 펌웨어는 서버 프로세서와 별도로 전용 프로세서(서비스 프로세서)에서 실행됩니다.

XSCF 펌웨어는 SPARC M10-1, SPARC M10-4 및 SPARC M10-4S의 각 섀시에 있습니다. XSCF 펌

웨어는 논리 도메인과 상호작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시스템이 빌딩 블록(BB) 구성을 사용하여 연결된 다수의 SPARC M10-4S 섀시로 구성된 경우, 서

비스 프로세서는 각 SPARC M10-4S 섀시와 이러한 섀시를 연결하는 각 크로스바 박스(XBBOX)에 

있습니다. XSCF 펌웨어는 서비스 프로세서에서 실행됩니다.

XSCF 펌웨어

SPARC M10 시스템에 사용되는 메인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SPARC M10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여기에는 전체 시스템을 모

니터링하고 제어하는 XSCF 펌웨어와 논리 도메인에 설치되어 있는 Oracle Solaris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XSCF 펌웨어와 Oracle Solaris 사이에 있는 하이퍼바이저 펌웨어는 XSCF에서 논리 도메

인으로 설정 정보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논리 도메인의 상태를 XSCF에 보고합니다.

하이퍼바이저

Oracle VM Server for SPARC는 논리 도메인 환경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는 Oracle Solaris 환경에 설치하여 사용됩니다.

Oracle VM Server for SP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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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 외부 모습 및 시스템 구성 예

다음 페이지에서 다양한 모델에 대한 섀시 외부 모습과 시스템 구성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SPARC M10-1

레버 디스크 드라이브
USB 포트

패널 LED

모드 스위치

전원 스위치

레버

운영 패널

전원 공급 장치

USB 포트 GbE LAN 포트
SAS 포트

직렬 포트
로케이터 LED

XSCF LED
XSCF USB 포트

XSCF-LAN 포트

PCI Express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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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에서는 단 하나의 SPARC M10-1이 사용됩니다.

PCI 확장 장치를 최대 3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SPARC M10-1 섀시 외부 모습

전면도

후면도



SPARC M10-4

이 구성에서는 단일 SPARC M10-4 장치(빌딩 블록으로서가 아님)가 사용됩니다.

PCI 확장 장치를 최대 11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면 커버

USB 포트

디스크 드라이브

전원 공급 장치(*)

패널 LED 모드 스위치

전원 스위치

운영 패널

팬 장치(*)

전원 공급 장치

SAS 포트

USB 포트

GbE LAN 포트

PCI Express 슬롯

XSCF LED

XSCF-LAN 포트XSCF USB 포트

직렬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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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 M10-4 섀시 외부 모습

*: 전면 커버를 제거하면 팬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전면도

후면도



SPARC M10-4S (1)

전면 커버

USB 포트

디스크 드라이브

전원 장치(*)

패널 LED

BB-ID 스위치

모드 스위치

전원 스위치

운영 패널

팬 장치(*)

전원 공급 장치

SAS 포트 USB 포트

GbE LAN 포트

PCI Express 슬롯 크로스바 케이
블 포트

크로스바 장치

XSCF DUAL 제어 포트

XSCF BB 제어 포트

XSCF LED

XSCF-LAN 포트

XSCF USB 포트

직렬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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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SPARC M10-4S 장치는 빌딩 블록 구성으로 연결됩니다.
이 모델은 단일-BB 구성으로 시작한 후 개별 섀시를 추가하여 다중 BB 구성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CPU/메모리 보드 장치 및 I/O 장치의 연결을 논리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크
로스바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  시스템 구성 예 - 빌딩 블록 구성(크로스바 박스를 통해 연결됨)

PCI 확장 장치를 최대 8개까지 1개 SPARC M10-4S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SPARC M10-4S 섀시 외부 모습

전면도

*: 전면 커버를 제거하면 팬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후면도



SPARC M10-4S (2)

전면 커버

팬 장치(*)

운영 패널

모드 스위치

전원 스위치
패널 LED

BB-ID 스위치

XSCF DUAL 제어 포트

XSCF BB 제어 포트

XSCF LED
XSCF-LAN 포트

직렬 포트

XSCF USB 포트

XSCF 장치

크로스바 장치

크로스바 케이블 포트
전원 공급 장치

XSCF DUAL 제어 포트

XSCF BB 제어 포트

XSCF LED
XSCF-LAN 포트

직렬 포트

XSCF USB 포트

XSCF 장치

크로스바 장치

크로스바 케이블 포트
전원 공급 장치

크로스바 박스 외부 모습

크로스바 박스는 CPU와 SPARC M10-4S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스위치입

니다.

2개 유형의 크로스바 박스가 있습니다. 하나에는 2개 크로스바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다른 하나에는 3개 크로스바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도
(2개/3개 크로스바 장치가 장착된 두 유형 모두에 공통)

후면도
(2개 크로스바 장치를 포함하는 유형)

이 유형은 2-BB ~ 8-BB 구성(빌딩 블록

은 크로스바 박스를 통한 연결)에 사용됩

니다.

후면도
(3개 크로스바 장치를 포함하는 유형)

이 유형은 9-BB ~ 16-BB 구성(빌딩 블록

은 크로스바 박스를 통한 연결)에 사용됩

니다.

*: 전면 커버를 제거하면 팬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XSCF 인터페이스 장치 XSCF 인터페이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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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 M10-4S (3)

BB#00

BB#01

BB#02

BB#03

빌딩 블록 번호는 00에서 시작하여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는 식별자(BB-ID)입니다.

연결 절차는『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4-BB 구성(1개 BB ~ 4개 BB)

SPARC M10-4S 장치를 최대 4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예 - 빌딩 블록 구성(직접 연결된 섀시)

이 구성에서는 SPARC M10-4S 장치가 크로스바 박스의 사용 없이 전기 케이블과 직

접 연결됩니다.

XBBOX#80BB#00

BB#01

BB#02

BB#03

BB#04

BB#05

BB#06

BB#07

XBBOX#81  :  : 
XBBOX : XBBOX : 

 :  : 

시스템 구성 예 - 빌딩 블록 구성(크로스바 박스를 통해 연결됨)

이 구성에서는 빌딩 블록이 크로스바 박스(XBBOX)를 통해 광 케이블과 연결됩니다.

SPARC M10-4S를 최대 16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 가능한 SPARC M10-4S 

장치의 수는 크로스바 박스의 수와 크로스바 박스에 장착된 크로스바 장치의 수에 따

라 달라집니다.

8-BB 구성(2개 BB ~ 8개 BB)

SPARC M10-4S 장치를 크로스바 장치(각 박스마다 2개 장치)가 포함된 2개 크로스바 

박스를 통해 최대 8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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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 M10-4S (4)

BB#04

BB#05

BB#06

BB#07

BB#00

BB#01

BB#02

BB#03

BB#08

BB#09

BB#11

XBBOX#82

XBBOX#83

XBBOX#80

XBBOX#81

BB#12

BB#13

BB#14

BB#15

BB#10

 :  : 
XBBOX : XBBOX : 

 :  : 

16-BB 구성(9개 BB ~ 16개 BB)

SPARC M10-4S 장치를 크로스바 장치(각 박스마다 3개 장치)가 포함된 4개 크로스바 

박스를 통해 최대 16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BB# 또는 XBBOX# 뒤에 표시된 각 숫자는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ID(BB-ID)입니다.

빌딩 블록은 00부터 번호가 시작되고 크로스바 박스는 80부터 번호가 시작됩니다.

연결 절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크로스바 박스는 전용 배전 장치(PDU) 및 크로스바 케이블과 함께 전용 랙(확장 랙)에 

장착된 채로 제공됩니다.

8-BB 구성(2개 BB ~ 8개 BB)에서는 확장 랙 1을 사용하고 16-BB 구성(9개 BB ~ 16개 BB)에

서는 확장 랙 1 및 2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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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확장 장치 (옵션)

전면 커버
팬 장치(*)

LED

전원 공급 장치

링크 보드

PCI Express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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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확장 장치 외부 모습

옵션인 PCI 확장 장치는 SPARC M10-1 섀시 또는 SPARC M10-4/M10-4S 섀시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전면도

후면도

*: 전면 커버를 제거하면 팬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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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양

항목 SPARC M10-1 SPARC M10-4 SPARC M10-4S

외부 치수
(*1)

높이 1 U 4 U 4 U

높이 x 너비 x 깊이 42.5mm x 431mm x 
721mm
(1.7 in. x 17.0 in. x 
28.4 in.)

175mm x 440mm x 
746mm
(6.9 in. x 17.3 in. x 
29.4 in.)

175mm x 440mm x 
810mm
(6.9 in. x 17.3 in. x 
31.9 in.)

중량 18kg 58kg 60kg

최대 연결 장치 수(섀시 수) - - 4 

CPU 프로세서 SPARC64 X SPARC64 X+ SPARC64 X SPARC64 X+ SPARC64 X SPARC64 X+

클록 카운트 2.8GHz 3.2GHz 2.8GHz 3.4GHz 3.0GHz 3.7GHz

최대 CPU 수 1 4 4 

코어 수 
(CPU당)

16 16 16

스레드 수
(코어당)

2 2 2

1차 캐시
(코어당)

64KB 64KB 64KB

2차 캐시
(칩당)

22MB 24MB 24MB

메모리 유형 DDR3-DIMM DDR3-DIMM DDR3-DIMM

최대 크기 1TB 4TB 4TB 

최대 장착 메모리 모
듈 수

16 64 64 

확장 장치 4
(메모리 미러링의 
활성화 시에 8)

8 8

이 절에는 주로 Athena 서버의 하드웨어 사양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관

련된 자세한 내용은『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시스템 작동 및 관리 안내서』의 "1장 

SPARC M10 시스템 개요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모델 사양(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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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SPARC M10-1 SPARC M10-4 SPARC M10-4S

내장 I/O 내장 디스크(SAS) 8(HDD/SSD) 8(HDD/SSD) 8(HDD/SSD)

내장 디스크 하드웨어 
RAID

장착됨 장착됨 장착됨

내장 CD-RW/
DVD-RW 드라이브

장착되지 않음 장착되지 않음 장착되지 않음

내장 테이프 드라이브 장착되지 않음 장착되지 않음 장착되지 않음

온보드 인터페이스 4개 GbE LAN 포트
1개 SAS 포트
2개 USB 포트

4개 GbE LAN 포트
1개 SAS 포트
2개 USB 포트

4개 GbE LAN 포트
1개 SAS 포트
2개 USB 포트

PCIe 슬롯 3개 슬롯 11개 슬롯 8개 슬롯

I/O 슬롯
(PCI 확장 
장치의 사
용 시)

최대 PCIe 슬롯 수
(내장 + PCI 확장 장
치)

33 121 88

최대 연결 PCI 확장 장
치 수

2 6(4-CPU 구성) 5(4-CPU 구성)

중복 구성 내장 디스크 드라이
브/팬 장치/전원 공급 
장치/전원 코드

내장 디스크 드라이
브/팬 장치/전원 공
급 장치(*2)/전원 코
드(*2)/PCIe 카드(다
중 경로 구성)/LLC 수
냉 펌프

내장 디스크 드라이
브/팬 장치/전원 공
급 장치(*2)/전원 코
드(*2)/PCIe 카드(다
중 경로 구성)/LLC 수
냉 펌프

활성 교체 내장 디스크 드라이
브/팬 장치/전원 공급 
장치/전원 코드

내장 디스크 드라이
브/팬 장치/전원 공
급 장치(*2)/전원 코드
(*2)/PCIe 카드(*4)

빌딩 블록(*3)/내장 디
스크 드라이브/팬 장
치/전원 공급 장치(*2)/
전원 코드(*2)/PCIe 카
드(*4)

지원되는 운영 체제(*5) Oracle Solaris 11.1
Oracle Solaris 10 1/13

Oracle Solaris 11.1
Oracle Solaris 10 1/13

Oracle Solaris 11.1
Oracle Solaris 10 1/13

시각화 물리 분할 없음 없음 지원됨

분할 수 – – 1

단위 – – 빌딩 블록(BB) 단위

논리 도메인 지원됨 지원됨 지원됨

도메인 수 32 128 256(물리 분할 단위)

단위(CPU) 스레드 단위 스레드 단위 스레드 단위

단위(메모리) 256MB 단위 256MB 단위 256MB 단위

단위(I/O) 가상 I/O 단위 가상 I/O 단위 가상 I/O 단위

모델 사양(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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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SPARC M10-1 SPARC M10-4 SPARC M10-4S

XSCF 시스
템 제어 설
비(*6)

외부 인터페이스 2개 XSCF-LAN 포트
1개 직렬 포트
1개 USB 포트

2개 XSCF-LAN 포트
1개 직렬 포트
1개 USB 포트

2개 XSCF-LAN 포트
1개 직렬 포트
1개 USB 포트
3개 XSCF BB 제어 포
트
1개 XSCF DUAL 제
어 포트

중복 구성 사용할 수 없음 사용할 수 없음 지원됨(2개 이상 빌딩 
블록(*3))

활성 교체 사용할 수 없음 사용할 수 없음 지원됨(단지 2-BB 구성 
또는 이상)

*1: 치수에는 돌출부의 크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0 VAC가 사용된 경우에만 중복 구성이 적용됩니다.

*3: 빌딩 블록 구성의 단 1개 SPARC M10-4S를 빌딩 블록이라고 합니다.

*4: 일부 PCIe 카드 유형은 활성 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운영 체제는 초기 시스템 상태로 설치됩니다.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Fujitsu M10/
SPARC M10 시스템 제품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6:  펌웨어는 XSCF 시스템 제어 설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펌웨어는 초기 시스템 상태에서 XSCF 장치의 서

비스 프로세서에 설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시스템 작동 및 관리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모델 사양(3/3)

항목 크로스바 박스

외부 치수
(*)

높이 4U

높이 x 너비 x 깊이 174mm x 440mm x 750mm  
(6.9 in. x 17.3 in. x 29.5 in.)

중량 40 kg

XSCF 시
스템 제어 
설비

외부 인터페이스 2개 XSCF-LAN 포트
1개 직렬 포트
1개 USB 포트
19개 XSCF BB 제어 포트
1개 XSCF DUAL 제어 포트

중복 구성 사용 가능(SPARC M10-4S 장치 간에만 해당)

활성 교체 사용 가능

크로스바 연결 인터페이스 - 2개 크로스바 장치 장착 
32개 크로스바 케이블 포트

- 3개 크로스바 장치 장착 
48개 크로스바 케이블 포트

크로스바 박스 사양(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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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PCI 확장 장치

외부 치수
(*1)

높이 2U

높이 x 너비 x 깊이 86mm x 440mm x 750mm
(3.4 in. × 17.3 in. × 29.5 in.)

중량 22kg

PCIe 슬롯 수 11

중복 구성 전원 공급 장치/팬 장치

활성 교체 전원 공급 장치/팬 장치/PCIe 카드(*2)/링크 보드(*3)

PCI 확장 장치 사양

*1: 치수에는 돌출부의 크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일부 PCIe 카드 유형은 활성 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3: 물리 분할 동적 재편성(DR)을 사용하여 물리 분할에서 PCI 확장 장치를 분리한 후 이 장치를 교체할 수 있습니

다.

*: 치수에는 돌출부의 크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목 크로스바 박스

중복 구성 전원 공급 장치/팬 장치

활성 교체 전원 공급 장치/팬 장치/XSCF 장치

크로스바 박스 사양(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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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참조 안내서(단계/용도별)

1. 설치

1-a. 개요 이해

1-b. 설치 및 연결 

1-c. 옵션 구성요소 추가

1-d. 초기 설정(XSCF, 자원)

2-c. 시스템 구성(*)(전원 공급 

설정 등)

2-d. 가상 환경 구성(*)

2-e. 신뢰성 구성(*)(미러 구성, 

RAID 구성 등)

2-a. 일일 관리(백업 등)

2-b. XSCF 사용자 정의

2-c. 시스템 구성(*)(전원 공급 

설정 등)

2-d. 가상 환경 구성(*)

3-a. PCI 확장 장치 추가

3-b. 옵션 구성요소 추가

3-c. 빌딩 블록 구성에서 시스

템 추가/제거

3-d. 자원 확장

3-e. 고장 진단

3-f. 고장 구성요소 교체

3-g.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

트

*: 초기 시스템 설정을 할 때 필요에 따라 이러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동을 시작한 후 설정과 설정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3. 확장 및  
유지 관리

이 절에는 시스템 설치에서 확장 및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작업과 각 작업 항목을 위해 

참조 설명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은 필수 작업 항목을 나타내고 은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작업 항목을 나타냅니다.

2-e. 신뢰성 구성(*)(미러 구성, 

RAID 구성 등)

2-f. 자원 구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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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위치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후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섀시를 설치 및 연결합니다.

참조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설치 안내서』

   
"1.1 SPARC M10-1 작업 흐름"

  
"1.2 SPARC M10-4 작업 흐름"

  "1.3 SPARC M10-4S 작업 흐름"

  
"1.4 PCI 확장 장치를 연결하는 경우의 작업 흐름"

b. 시스템 설치 – 섀시 연결

메모리 모듈 또는 PCIe 카드와 같은 옵션을 주문한 경우 설치하는 동안 추가 구성요

소를 장착합니다.

참조  『Fujitsu M10-1/SPARC M10-1 Service Manual』

『Fujitsu M10-4/Fujitsu M10-4S/SPARC M10-4/SPARC M10-4S Service Manual』

『PCI Expansion Unit for Fujitsu M10/SPARC M10 Systems Service Manual』

c. 옵션 구성요소 추가

시스템을 시작하기 전에 XSCF 시스템 제어 설비의 초기 설정을 구성합니다. 또한 구

입한 CPU 코어 활성화 수에 따라 필요 시 CPU 활성화 기능을 사용하여 자원 사용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참조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설치 안내서』

  
"6장 초기 시스템 진단 수행"

  "7장 초기 시스템 설정 수행"

또한 필요에 따라 작동(예를 들어, 가상 환경 구성)을 구성합니다.

d. 초기 시스템 설정 구성

a. 시스템 개요 이해

SPARC M10 시스템 개요를 확인합니다.

참조  "시스템 개요 이해"(본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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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제어를 포함하여 전체 시스템의 설정을 구성합니다. 그린 IT 기능은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참조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시스템 작동 및 관리 안내서』

"4장 사용 유형에 적합하게 시스템 구성"

c. 시스템 구성

시스템을 물리 분할 또는 논리 도메인으로 나누어 가상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논리 도메인 단위로 독립 운영 체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도메인 구성 안내서』

"4장 물리 분할 구성 예"

 "5장 논리 도메인 구성 예"

d. 가상 환경 구성

a. 일일 관리 수행

관리 콘솔에 로그인/로그아웃 및 시스템 시작/정지를 포함한 기본 작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본 작동은 시스템 작동 및 관리와 백업과 같은 일일 관리 작업 항목을 

위해 필요합니다.

참조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시스템 작동 및 관리 안내서』

"2장 XSCF 로그인/로그아웃"

 "6장 시스템 시작/정지"

 "9장 SPARC M10 시스템 일일 관리"

 "13장 잠금/서비스 모드로 전환"

b. XSCF 시스템 제어 설비의 설정 사용자 정의

XSCF 시스템 제어 설비의 초기 설정에서 사용 환경에 따라 구성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조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시스템 작동 및 관리 안내서』

"3장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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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고 신뢰성 시스템 구성

f. 자원 구성 변경

메모리 미러링 또는 하드웨어 RAID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

습니다.

참조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시스템 작동 및 관리 안내서』

"14장 고 신뢰성 시스템 구성"

Oracle VM Server for SPARC 의 동적 재구성 기능을 사용하여 CPU 또는 메모리 구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조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도메인 구성 안내서』

"6장 물리 분할 재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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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블록 시스템에서 SPARC M10-4S를 추가 또는 제거하여 시스템을 유연하게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참조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설치 안내서』

"8장 빌딩 블록 구성에서 시스템 설치/제거하기 전"
 "9장 빌딩 블록 구성에서 시스템 설치"

 "10장 빌딩 블록 구성에서 시스템 제거"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도메인 구성 안내서』

  "6장 물리 분할 재구성 예"

c. 빌딩 블록 구성에서 시스템 추가/제거

a. PCI 확장 장치 추가

PCI 확장 장치를 사용하여 PCIe 슬롯 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참조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설치 안내서』

"1.4 PCI 확장 장치를 연결하는 경우의 작업 흐름"

b. 옵션 구성요소 추가

메모리 모듈 또는 PCI 카드와 같은 옵션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

습니다.

참조  『Fujitsu M10-1/SPARC M10-1 Service Manual』

『Fujitsu M10-4/Fujitsu M10-4S/SPARC M10-4/SPARC M10-4S Service Manual』

『PCI Expansion Unit for Fujitsu M10/SPARC M10 Systems Service Manual』

d. 부하에 따른 자원 확장

부하가 증가할 때 필요 시 2개 코어 단위로 CPU 확장을 위해 CPU 활성화 기능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시스템 작동 및 관리 안내서』

"5장 CPU 활성화"



3. 확장 및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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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시지가 콘솔에 나타나거나 섀시의 CHECK LED가 켜지면 고장 발생 여부를 

진단합니다.

참조  『Fujitsu M10-1/SPARC M10-1 Service Manual』

『Fujitsu M10-4/Fujitsu M10-4S/SPARC M10-4/SPARC M10-4S Service Manual』

『PCI Expansion Unit for Fujitsu M10/SPARC M10 Systems Service Manual』

e. 고장 진단

f. 고장 구성요소 교체

고장 구성요소를 교체합니다. 유지 관리 방법은 구성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의 서비스 엔지니어가 유지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참조  『Fujitsu M10/SPARC M10 Service Manual』

『Fujitsu M10-4/Fujitsu M10-4S/SPARC M10-4/SPARC M10-4S Service Manual』

『PCI Expansion Unit for Fujitsu M10/SPARC M10 Systems Service Manual』

g.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racle VM Server for SPARC 및 Oracle Solaris용 펌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참조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시스템 작동 및 관리 안내서』

"16장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PCI Expansion Unit for Fujitsu M10/SPARC M10 Systems Service Manual』

"Appendix C Updating the Firmware of the PCI Expansion Unit"


	Fujitsu M10/SPARC M10 시스템 빠른 안내서
	시스템 개요 이해
	라인업
	SPARC M10 시스템에 필요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섀시 외부 모습 및 시스템 구성 예
	SPARC M10-1
	SPARC M10-4
	SPARC M10-4S
	PCI 확장 장치 (옵션)

	시스템 사양

	조치 참조 안내서(단계/용도별)
	1. 설치
	2. 작동 및 관리 
	3. 확장 및 유지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