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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설명서에는 Oracle또는 Fujitsu SPARC M10시스템이제공하는도메인구성기능
이설명되어있습니다.본설명서는컴퓨터네트워크와 Oracle Solaris에대한고급지식
을지니고있는시스템관리자가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 머리말에는다음절이포함되어있습니다.
■ 대상

■ 관련 설명서

■ 텍스트 규약

■ 안전 주의사항

■ 명령줄 인터페이스(Command-Line Interface, CLI)구문

■ 설명서 피드백

대상
본 설명서는컴퓨터네트워크와 Oracle Solaris에대한고급지식을지니고있는시스템
관리자를대상으로합니다.

관련 설명서
서버에 대한모든설명서는다음위치에서온라인으로사용가능합니다.
■ Sun Oracle소프트웨어관련설명서(Oracle Solaris등)

http://www.oracle.com/documentation/

■ Fujitsu설명서
http://www.fujitsu.com/global/services/computing/server/sparc/downloads/manu
al/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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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SPARC M10시스템설명서

SPARC M10시스템시작안내서 *

SPARC M10시스템빠른안내서

SPARC M10시스템중요법및안전정보 *

SPARC M10시스템소프트웨어라이센스조건

SPARC M10시스템안전및준수안내서

SPARC M10시스템보안안내서

SPARC M10시스템설치안내서

SPARC M10-1서비스설명서

SPARC M10-4/M10-4S서비스설명서

SPARC M10시스템용 PCI확장장치서비스설명서

SPARC M10시스템시스템작동및관리안내서

SPARC M10시스템도메인구성안내서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설명서

SPARC M10시스템제품노트

SPARC M10시스템용어집

* 인쇄된설명서입니다.

글꼴/기호 의미 예

AaBbCc123 사용자가 입력하는내용으로컴퓨터화면의출력내

용과대조됩니다.
이글꼴은프레임의명령입력예를나타냅니다.

XSCF> adduser jsmith

AaBbCc123 명령, 파일및디렉토리이름,컴퓨터화면출력입니
다.
이글꼴은명령출력예를나타냅니다.

XSCF> showuser -P

User Name: jsmith

Privileges: useradm

auditadm

기울임꼴 참조 설명서이름,변수또는사용자대체텍스트를나
타냅니다.

SPARC M10시스템설치안내서를참
조하십시오.

" " 장, 절,항목,버튼또는메뉴이름을나타냅니다. "2장 네트워크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SPARC M10시스템과관련된설명서가나열되어있습니다.

텍스트 규약
이 설명서는다음과같은글꼴과기호를사용하여특정유형의정보를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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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명령구문

XSCF명령에 (8)또는 (1)의절번호가있지만텍스트에서는생략되어있습니다. Oracle
Solaris명령은 (1M)과같은절번호가텍스트에있습니다.사용자가절번호를참조하
라고프롬프트를표시할때각명령마다명령이름에절번호가있게됩니다.

안전 주의사항
SPARC M10시스템을사용하거나처리하기전에다음설명서전체를읽으십시오.
■ SPARC M10 시스템 중요 법 및안전 정보

■ SPARC M10 시스템 안전 및 준수 안내서

명령줄 인터페이스(Command-Line
Interface, CLI)구문
해당 명령의구문은다음과같습니다.
■ 값 입력이필요한변수는기울임꼴로표시되어야합니다.

■ 선택적 요소는 [ ]로묶어야합니다.

■ 선택적 키워드에대한옵션그룹은 [ ]로묶고, |로구분되어야합니다.

설명서 피드백
본 설명서와관련된의견이나요청이있으면다음웹사이트로이동하십시오.
■ 일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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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사이트:
http://www.fujitsu.com/global/services/computing/server/sparc/downloads/manu
al/

머리말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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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도메인 구성의개요이해

이 장에는도메인구성의개요가설명되어있습니다.

■ 도메인 정의

■ 도메인의 구성요소이해

■ 물리 분할작동

■ 논리 도메인작동

1.1 도메인 정의
이 절에는도메인은물론도메인을구현하는 SPARC M시리즈의아키텍처도설명되어
있습니다.

도메인은 SPARC M10시스템에구성되어독립시스템으로서기능하는가상머신입니
다. SPARC M10시스템의하드웨어자원을도메인에할당하여필요한수만큼가상머
신을구성할수있습니다.

도메인의 장점은다음과같습니다.
■ 많은 서버의손쉬운작동/관리
많은 서버를도메인으로서구성하여 SPARC M10시스템내에서통합관리할수있
습니다.

■ 독립 서비스의보장

도메인은 독립가상머신으로서작동하며다른도메인과분리됩니다.따라서시스
템에서도메인하나가고장이나도다른도메인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하드웨어 자원의효율적인사용

도메인의 처리부하를기반으로 SPARC M10시스템내에서하드웨어자원을유연
하게분배할수있습니다.따라서하드웨어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1



XSCF

1.1.1 SPARC M10시스템의아키텍처

그림 1-1 SPARC M10시스템의아키텍처

SPARC M10시스템의아키텍처가그림 1-1에나타나있습니다.도메인은 2개분할단
계로구성할수있습니다.물리분할(PPAR)및논리도메인.

Oracle Solaris OS소프트웨어는구성된각논리도메인에서실행됩니다.사용자입장에
서도메인은독립된컴퓨터시스템처럼보입니다.

1.2 도메인의 구성요소이해
이 절에는도메인의구성요소가설명되어있습니다.위에설명된바와같이도메인은 2
개단계로구성됩니다.물리분할및논리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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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시스템보드에서사용가능한작동

용어 설명

추가 시스템 보드를물리분할에추가

삭제 물리 분할에서시스템보드삭제

등록 물리 분할구성정보에시스템보드등록

해제 물리 분할구성정보에서시스템보드등록해제

할당 시스템 보드를물리분할에할당

할당 해제 물리 분할에서시스템보드할당해제

예약 물리 분할의전원공급시물리분할에시스템보드할당또는물리분

할에서시스템보드할당해제예약

1.2.1 물리 분할의구성요소이해

물리 분할은물리적시스템보드(PSB)로구성되어있습니다.물리적시스템보드의하
드웨어자원을물리분할의논리적시스템보드(LSB)에할당할수있습니다.
■ 물리적 시스템보드(PSB)

PSB는 CPU또는메모리와같은물리구성요소로구성되어있습니다. SPARC M10-1
용물리적시스템보드가마더보드장치인반면 SPARC M10-4/M10-4S용물리적시
스템보드는 CPU메모리장치입니다. PCIe카드또는디스크장치또한물리적시스
템보드에포함될수있습니다.하드웨어를추가/제거/교체하기위해물리장치를말
할때물리적시스템보드가종종언급됩니다.

■ 논리적 시스템보드(LSB)
물리적 시스템보드에할당되는논리장치이름.세트형태의논리적시스템보드가
각물리분할에할당됩니다.논리적시스템보드번호는커널메모리와같은자원을
각논리도메인에할당할때그방법을관리하는데사용됩니다.

■ 시스템 보드

구성 또는표시와같은물리분할작동동안하드웨어자원을설명하는데사용됨.

빌딩 블록구성인 SPARC M10-4S의수만큼물리분할을구성할수있습니다. SPARC
M10시스템은최대 16개의 SPARC M10-4S와연결가능하며최대 16개의물리분할을
구성할수있도록합니다.또는여러 SPARC M10-4S에 1개물리분할을구성할수도있
습니다.

빌딩 블록구성을통해시스템자원을유연하게확장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최소시
스템에서시작하여비즈니스확장에맞게시스템전체를확장할수있습니다.

물리분할구성과관련된용어

표 1-1에는시스템보드에서사용가능한작동이나타나있습니다.

필요시용량제공(CoD)

시스템 보드의 CPU는 CoD(Capacity on Demand)자원으로서제공됩니다. CoD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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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구입하는시스템에장착된하드웨어자원의용량만활성화할수있도록하는메

커니즘입니다. SPARC M10시스템의경우시스템을설치하거나물리분할을구성했다
고해서바로 CPU를사용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CPU는 CPU코어활성화키를구
입하여각물리분할에할당한후에만사용할수있습니다.

CoD의자세한내용은 SPARC M10 시스템 시스템 작동 및 관리 안내서의 "14장필요시
용량제공용량제공(CoD)"을참조하십시오.

1.2.2 논리 도메인의구성요소이해

논리 도메인은가상 CPU,가상메모리및가상 I/O로구성되어있습니다.
■ 가상 CPU

CPU는가상 CPU(스레드)단위로논리도메인에할당할수있습니다. SPARC M10
시스템의경우물리 CPU(=1소켓)에는각각스레드가있는여러코어가있습니다.
이는물리 CPU에는스레드수만큼가상 CPU가있다는의미입니다.이가상 CPU는
논리도메인에할당할수있습니다.일반적으로논리도메인성능을고려하여가상
CPU를코어단위로논리도메인에할당합니다.

■ 가상 메모리

메모리는 256MB단위로논리도메인에할당할수있습니다.

■ 가상 I/O
I/O는가상 I/O단위로논리도메인에할당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가상 I/O가운
데하나인가상디스크는다음이될수있습니다.

- 물리디스크

- 물리디스크슬라이스

- ZFS, UFS등과같은파일시스템의파일

- ZFS와같은볼륨관리자의논리볼륨

또한 논리도메인은역할에따라다음으로범주화됩니다.
■ 제어 도메인

제어 도메인은다른논리도메인을생성및관리하거나자원을논리도메인에할당

하는논리도메인입니다.각물리분할마다단일제어도메인하나가있습니다.
Oracle VM Server for SPARC는관리소프트웨어인논리도메인관리자가실행되는
제어도메인에설치됩니다.

■ I/O도메인
I/O도메인은가상장치서비스를제공하는논리도메인입니다.가상장치서비스에
는디스크,네트워크및콘솔이포함됩니다.

■ 루트 도메인

루트 도메인은 PCIe루트콤플렉스가할당되는 I/O도메인입니다. PCIe루트콤플렉
스는 PCIe버스,모든 PCI스위치및장치로구성된하나의전체 PCIe버스입니다.루
트도메인은물리 I/O장치를보유하며이장치에직접액세스합니다.

■ 게스트 도메인

게스트 도메인은제어도메인이제어하는논리도메인입니다.이는 I/O도메인의가
상장치서비스를사용합니다.일반적으로미들웨어및응용프로그램이게스트도
메인에서실행됩니다. Oracle Solaris는게스트도메인에서독립적으로실행되며다
른게스트도메인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은채시작/정지할수있도록합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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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 

상 CPU,가상메모리또는가상 I/O를동적으로게스트도메인에추가하거나게스트
도메인에서삭제할수있습니다.

■ 서비스 도메인

서비스 도메인은 I/O도메인또는루트도메인과같은게스트도메인이사용하는도
메인의통칭용어입니다.

그림 1-2 논리도메인간의관계개념

1.3 물리 분할작동
이 절에는물리분할에사용가능한작동이설명되어있습니다.

XSCF펌웨어는물리분할에서작동을수행하는데사용됩니다. XSCF펌웨어를사용하
여물리분할을구성또는재구성할수있습니다.

물리분할구성

물리 분할을구성하려면다음을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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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 SPARC M10-1/M10-4의경우시스템보드하나만물리분할로구성되어있습니다.따라
서물리분할을재구성할수없습니다.

■ 물리 분할의구성을정의하는물리분할구성정보를생성합니다.

■ 물리 분할구성정보에기반하여시스템보드를물리분할에할당합니다.

■ CPU코어활성화키에기반하여자원을물리분할에할당합니다.

■ 각 물리분할의작동모드를설정합니다.

■ 물리 분할의전원을공급/차단합니다.

물리분할재구성

시스템 보드를추가또는삭제하여물리분할을재구성할수있습니다.
■ 시스템 보드추가

물리 분할의전원을차단하고새시스템보드를물리분할에할당합니다.

■ 시스템 보드삭제

물리 분할의전원을차단하고물리분할에서시스템보드를삭제합니다.

■ PPAR구성변경예약
물리 분할이실행되는동안시스템보드의추가또는삭제를예약합니다.물리분할
의전원을차단했다가다시공급하면시스템보드의예약된추가또는삭제가수행

됩니다.

1.4 논리 도메인작동
이 절에는논리도메인에사용가능한작동이설명되어있습니다.

Oracle VM Server for SPARC용도의관리소프트웨어프로그램인논리도메인관리자
는논리도메인의작동을수행하는데사용됩니다.논리도메인관리자를사용하여논리
도메인을구성또는재구성할수있습니다.이작동은제어도메인(논리도메인가운데
하나)에로그인하고다양한옵션의 ldm(1M)명령을사용하여수행합니다.

논리도메인구성

ldm(1M)명령을사용하여논리도메인을구성하려면다음을수행합니다.
■ 논리 도메인을생성합니다.

■ 가상 CPU,가상메모리및가상 I/O와같은하드웨어자원을논리도메인에할당합
니다.

■ 논리 도메인구성정보를저장합니다.

■ 논리 도메인을시작/정지합니다.

논리도메인의하드웨어자원재구성

ldm(1M)명령을사용하여다음과같이논리도메인의하드웨어자원을재구성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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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 가상 CPU를추가/삭제합니다.

■ 가상 메모리를추가/삭제합니다.

■ 가상 디스크와같은가상 I/O를추가/삭제합니다.

■ 논리 도메인구성정보를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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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도메인 구성흐름

이 장에는도메인구성흐름이설명되어있습니다.

■ 물리 분할구성흐름

■ 논리 도메인구성흐름

2.1 물리 분할구성흐름
도메인을 구성하려면먼저물리분할을구성합니다.물리분할은 XSCF펌웨어를사용
하여구성합니다.그림 2-1에는물리분할의구성흐름이나타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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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

PPAR (PCL)

CPU 
CPU

XSCF 

그림 2-1 물리분할구성

2.2 논리 도메인구성흐름
물리 분할을구성하고물리분할의전원을공급한후논리도메인을구성합니다.논리
도메인은 Oracle VM Server for SPARC용도의관리소프트웨어프로그램인논리도메
인관리자의 ldm(1M)명령을사용하여구성합니다.그림 2-2에는논리도메인의구성
흐름이나타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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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논리도메인구성

물리 분할구성중에할당되는시스템보드의하드웨어자원모두는논리도메인의구

성직후제어도메인에할당됩니다.따라서논리도메인구성후필요에따라하드웨어
자원을게스트도메인또는다양한서비스도메인에다시할당합니다.

또한 논리도메인의구성완료후 XSCF에서논리도메인구성정보를저장합니다.물리
분할의전원을공급하면물리분할의모든논리도메인이이구성정보에따라시작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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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물리 분할구성

이 장에는 XSCF펌웨어를사용한물리분할의구성절차가설명되어있습니다.

■ 물리 분할구성시의설정

■ 메모리 미러설정/확인

■ 물리 분할구성정보의설정/확인

■ 시스템 보드할당및할당확인

■ CPU코어활성화키의할당/확인

■ PPAR모드설정/확인

■ 물리 분할구성예

3.1 물리 분할구성시의설정
이 절에는물리분할을구성하기전에이해해야하는항목이설명되어있습니다.

옵션으로 물리분할을구성하기전이나재구성할때시스템보드의다음항목을설정할

수있습니다.
■ 시스템 보드의메모리미러설정

이 설정에서는시스템보드에미러링된메모리를구성하고중복성을개선하여메모

리고장으로인한물리분할의전체정지를물리분할이방지할수있도록합니다.옵
션으로물리분할을구성할때메모리미러링을설정할수있습니다.메모리가미러
모드로설정되면시스템보드에장착된메모리가 2개로나뉘고이 2개메모리모두
에서항상동일데이터가덮어쓰기됩니다.이에따라사용가능한메모리의양이절
반으로줄지만시스템의고장내성이개선됩니다.

■ 물리 분할구성정보의설정

물리 분할구성정보로서구성하도록물리분할의다음내용을정의합니다.

- 물리분할로구성된시스템보드

- 오류발생시종료범위를나타내는구성정책

- 논리도메인의시스템보드메모리사용을비활성화하는메모리무효화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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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이명령은 platadm또는 fieldeng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XSCF> setupfru [-m {y|n}] device location

XSCF> setupfru -m y sb 01-0

XSCF> setupfru -m y cpu 02-0-1

- 논리도메인의시스템보드 I/O장치사용을비활성화하는 I/O무효화옵션

■ 시스템 보드할당

물리 분할구성정보의내용에기반하여시스템보드를물리분할에할당합니다.

■ CPU코어활성화할당
CPU코어활성화를 CPU코어활성화의대상인 CPU에할당하고시스템에서사용
할수있도록합니다.

■ PPAR모드설정
물리 분할작동모드(PPAR모드)를설정합니다.

3.2 메모리 미러설정/확인
이 절에는메모리미러의설정및확인방법이설명되어있습니다.

메모리 미러는 setupfru명령을사용하여설정합니다.메모리미러의상태는 showfru
명령을사용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setupfru명령

메모리 미러를설정하려면 setupfru명령을사용합니다.

■ -m {y|n}
시스템 보드에장착된메모리의미러모드설정여부를지정합니다.미러모드로설
정하려면 y를지정하고설정하지않으려면 n을지정합니다. -m옵션이생략되어있
으면이전설정이상속됩니다.

■ device
미러 모드로의설정범위를지정합니다. sb가지정되면설정이지정된시스템보드
아래모든 CPU에반영됩니다. cpu가지정되면설정이지정된 CPU에만반영됩니다.

■ location
device에 sb가지정된경우시스템보드를지정합니다.형식은 BB-ID-0입니다.
device에 cpu가지정된경우 CPU를지정합니다.형식은 BB-ID-0-CPU입니다.이와
관련하여 BB-ID는 0 ~ 15의정수이고 CPU는 0 ~ 3의정수입니다.

다음 예에서는시스템보드 01-0아래모든 CPU가메모리미러모드로설정됩니다.

다음 예에서는시스템보드 02-0아래 CPU1이메모리미러모드로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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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이명령은 platadm또는 fieldeng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howfru device location

XSCF> showfru sb 01-0

Device Location Memory Mirror Mode

sb 01-0

cpu 01-0-0 yes

cpu 01-0-1 yes

cpu 01-0-2 yes

cpu 01-0-3 yes

표 3-1 showfru명령에대한표시항목의의미

표시 항목 설명

Device 장치 유형(sb는시스템보드를나타내고 cpu는시스템보드의

CPU를나타냄)

Location 장치 식별자.

Memory Mirror Mode 미러 모드의사용가능/사용불가능(yes는미러모드가지원됨
을나타내고 no는미러모드가지원되지않음을나타냄)

showfru명령

미러 모드의상태를표시하려면 showfru명령을사용합니다.

피연산자의 의미는 setupfru명령의의미와동일합니다.

다음 예에는시스템보드 01-0에대한설정정보가나타나있습니다.

표 3-1에는이명령에대한표시항목의의미가나열되어있습니다.

3.3 물리 분할구성정보의설정/확인
이 절에는물리분할구성정보의개요와설정및확인방법이설명되어있습니다.

물리 분할구성정보에는물리분할과관련된정의내용이포함됩니다.물리분할구성
정보에서물리분할의논리적시스템보드는물리적시스템보드로매핑됩니다.그림
3-1에는이매핑의개념적다이어그램이나타나있습니다. setpcl명령을사용하여이내
용을설정합니다.

3장 물리분할구성 15



 0

PSB#00-0

PSB#01-0

CPU, , I/O

CPU, , I/O

LSB#00

LSB#01

LSB#02

LSB#15

노트 -이명령은 platadm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그림 3-1 논리적시스템보드와시스템보드간매핑의개념적다이어그램

물리 분할구성정보에서다음항목도설정할수있습니다.
■ 구성 정책

물리 분할전원공급시의초기진단은하드웨어를자동진단합니다.하드웨어의자
동진단에서하드웨어오류가감지되면이옵션의설정에따라부품의성능저하프

로세스가수행됩니다.이옵션은성능저하의범위를지정합니다.성능저하의범위
는하드웨어오류가감지된부품,부품이장착된물리적시스템보드(PSB)또는물리
분할단위로설정될수있습니다.

■ 메모리 무효화옵션

이 옵션을설정하여논리도메인에서실행중인 Oracle Solaris에시스템보드의메
모리를사용할수없도록합니다.시스템보드의메모리가필요하지않을때이옵션
을지정합니다.기본값은 "use memory(메모리사용)"입니다.

■ I/O무효화옵션
이 옵션을설정하여논리도메인에서실행중인 Oracle Solaris에시스템보드의 I/O
장치를사용할수없도록합니다.시스템보드의 I/O장치가필요하지않을때이옵
션을지정합니다.기본값은 "use the I/O device(I/O장치사용)"입니다.

setpcl명령

setpcl명령을사용하여시스템보드를물리분할구성정보에등록하고구성정책,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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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CF> setpcl -p ppar_id -a lsb=psb [lsb=psb...]

노트 -물리분할번호의경우물리분할에할당할시스템보드의 BB-ID가운데하나를사용해
야합니다.

XSCF> setpcl -p 0 -a 0=00-0 1=01-0

XSCF> setpcl -p ppar_id -s policy=value

노트 -관련물리분할의전원이차단된동안구성정책옵션을설정하십시오.

XSCF> setpcl -p 0 -s policy=system

XSCF> setpcl -p ppar_id -s no-mem=value lsb [lsb...]

XSCF> setpcl -p ppar_id -s no-io=value lsb [lsb...]

리무효화옵션및 I/O무효화옵션을설정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에할당할번호를지정합니다.여기서지정하는번호는나중에물리분할
번호로서참조됩니다.

■ -a lsb=psb [lsb=psb...]옵션
이 옵션은시스템보드를논리적시스템보드로매핑합니다. lsb에논리적시스템보
드번호를지정하고 psb에시스템보드번호를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시스템보드 00-0및 01-0이각각물리분할 0의논리적시스템보드 0및
1로매핑됩니다.

그림 3-1에는이매핑의개념적다이어그램이나타나있습니다. BB-ID가 00및 01인시
스템보드가사용되기때문에물리분할번호는 0또는 1이되어야합니다.

구성 정책은전체물리분할하나에대해설정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

■ -s policy=value옵션
성능 저하단위로서 value에 fru(각부품), psb(각시스템보드)또는 system(물리분
할전체)을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물리분할 0의 "물리분할전체"에대한구성정책이설정됩니다.

메모리 무효화및 I/O무효화옵션은논리적시스템보드단위로지정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

3장 물리분할구성 17



노트 -관련시스템보드가시스템보드풀상태에있거나물리분할구성에연결되지않은경우

메모리무효화옵션과 I/O무효화옵션을설정하십시오.시스템보드풀상태는시스템보드가
어떠한물리분할에도속하지않는상태입니다.
노트 - SPARC M10-1의경우 setpcl명령을사용하여구성정책만설정할수있습니다.

XSCF> setpcl -p 0 -s no-mem=true 1

XSCF> setpcl -p 0 -s no-io=true 1

노트 -이명령은다음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platadm, platop,
fieldeng, pparadm, pparmgr, pparop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howpcl [-v] -a

XSCF> showpcl [-v] -p ppar_id

XSCF> showpcl -v -p 0

PPAR-ID LSB PSB Status No-Mem No-IO Cfg-policy

00 Power Off System

00 00-0 False False

01 -

02 -

03 -

04 01-0 True True

■ -s {no-io|no-mem}=value
참 또는거짓을지정합니다.참이지정되면메모리또는 I/O를사용할수없도록무
효화가설정됩니다.

■ lsb
논리적 시스템보드번호를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메모리와 I/O장치가물리분할 0의논리적시스템보드 1에사용되지않
도록설정됩니다.

showpcl명령

showpcl명령을사용하여설정된물리분할구성정보의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 -v 옵션
기본 표시외에물리분할구성정보의구성정책, non-mem정보및 no-io정보도표
시됩니다.

■ -a 옵션
모든 물리분할의정보를표시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지정된물리분할의정보를표시합니다.

다음 예에서는물리분할 0의구성정책, no-mem정보및 no-io정보가표시됩니다.

SPARC M10시스템도메인구성안내서 ･ 2012년12월18



 
0

 
0

 
00-0

 
01-001-000-0

노트 -이명령은 platadm또는 pparadm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addboard -c assign -p ppar_id psb [psb...]

XSCF> addboard -c assign -p 0 00-0 01-0

3.4 시스템 보드할당및할당확인
이 절에는시스템보드의할당개념과특별히보드를할당하는방법이설명되어있습니

다.

설정된 물리분할구성정보에기반하여시스템보드를물리분할의논리적시스템보

드에할당합니다.그림 3-2에는그림 3-1에나타난매핑에기반하여실제로할당된시스
템보드의상태가나타나있습니다.

그림 3-2 물리분할에시스템보드추가

시스템 보드를물리분할에할당하려면 addboard명령을사용합니다. showboards명
령을사용하여물리분할에시스템보드할당상태를확인합니다.

addboard명령

시스템 보드를물리분할에추가하려면 addboard명령을사용합니다.

■ -c assign
시스템 보드를물리분할에할당합니다.할당된시스템보드는이물리분할에대해
예약되며다른물리분할로부터할당될수없습니다.할당후에는물리분할의전원
을다시공급할때시스템보드를물리분할에장착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

■ psb
시스템 보드번호를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시스템보드 00-0및 01-0이물리분할 0에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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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이명령은다음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platadm, platop,
fieldeng, pparadm, pparmgr, pparop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howboards [-v] -a [-c sp]

XSCF> showboards [-v] -p ppar_id [-c sp]

XSCF> showboards [-v] psb

XSCF> showboards -a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0-0 00(00)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01-0 00(01)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02-0 SP Assigned n n n Passed Normal

03-0 SP Assigned n n n Passed Normal

XSCF> showboards -v -a

PSB R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

00-0 * 00(00) Available n n n Passed Normal

01-0 * 00(01) Available n n n Passed Normal

showboards명령

물리 분할에시스템보드할당상태를표시하려면 showboards명령을사용합니다.

■ -v 옵션
세부 정보를표시합니다.시스템보드의추가/삭제를위한예약상태의확인시에이
옵션을지정합니다.

■ -a 옵션
모든 물리분할의정보를표시합니다.

■ -c sp옵션
시스템 보드풀상태의시스템보드만표시합니다.시스템보드풀상태는시스템보
드가어떠한물리분할에도속하지않는상태입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지정된물리분할의정보를표시합니다.

■ psb
시스템 보드번호를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모든물리분할의시스템보드할당상태
를표시합니다.

addboard명령에대해 -c assign옵션이지정되면추가가예약되어시스템재시작후에
실행됩니다.다음예에서는 -v옵션을사용하여예약상태를표시합니다.추가가예약된
시스템보드의경우별표(*)가표시된열 [R]이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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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CPU코어활성화키와관련된명령

명령 작동

addcodactivation CPU코어활성화키를추가합니다.

showcodactivation CPU코어활성화키의상태를확인합니다.

setcod CPU코어활성화키의라이센스에기반하여 CPU를물리분할에할당
합니다.

showcodusage CoD자원의라이센스정보를확인합니다.

showcod CoD정보를확인합니다.

노트 -이명령은 platadm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addcodactivation key-signature

XSCF> addcodactivation "Activation file for CoD

This is a SPARC M10-1 CoD Hardware Activation Key

Product: SPARC M10-1

SequenceNumber: 1

Cpu: noExpiration 4

Text-Signature-SHA256-RSA2048:

U1VOVyxTUEFSQy1FbnRlcnByaXNlAA…….."

Above Key will be added, Continue?[y|n]:y

3.5 CPU코어활성화키의할당/확인
이 절에는 CPU코어활성화키에기반한 CPU의할당방법이설명되어있습니다.

CPU코어활성화키에기반한하드웨어자원의할당은다음시퀀스에따라수행됩니다.

1. CPU코어활성화키를추가합니다.

2. CPU코어활성화키의라이센스에기반하여 CPU를물리분할에할당합니다.

다음 명령을 CPU코어활성화키작동에사용합니다.

또한 논리도메인에서 ldm(1M)명령에대해 list-permit하위명령을지정하여 CoD자
원의사용량상태를확인할수도있습니다.

addcodactivation명령

addcodactivation명령을사용하여 CPU코어활성화키를추가합니다.

■ key-signature
큰 따옴표를붙여 CPU코어활성화키를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4개 CPU코어에대한 CPU코어활성화키가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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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이명령은 platadm또는 platop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howcodactivation

XSCF> showcodactivation

Index Description Count

------- ----------- ------

1 PROC 4

노트 -이명령은 platadm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etcod -p ppar_id -s cpu permits

XSCF> setcod -p 0 -s cpu 4

showcodactivation명령

showcodactivation명령을사용하여 CoD데이터베이스의내용을참조시킵니다.

다음 예에서는 8개 CPU에대한라이센스가표시됩니다.

setcod명령

setcod명령을사용하여데이터베이스에추가된 CPU코어활성화키의라이센스를물
리분할에할당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

■ -s cpu
CPU를지정합니다.

■ permits
라이센스 수를지정합니다.라이센스는 1개코어단위로카운트됩니다.사용가능한
CPU코어활성화수를넘어서는라이센스를설정할수없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CPU의 4개코어에대한라이센스가물리분할 0에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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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이명령은다음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platadm, platop,
fieldeng, pparadm, pparmgr, pparop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howcodusage [-v] [-p {resource|ppar|all}]

XSCF> showcodusage -p resource

Resource In Use Installed CoD Permitted Status

-------- ------ --------- ------------- ------

PROC 4 4 16 OK: 12 cores available

표 3-3 showcodusage -p resource명령에서의표시항목

표시 항목 설명

Resource 사용 가능한 CoD자원의유형(PROC: CPU,현재 CPU전용)

In Use 시스템에 현재사용중인 CoD자원의수(하이퍼바이저와의통신구축이불
가능한경우 0이반환됨)

Installed 시스템에 장착된 CoD자원의수

CoD Permitted 시스템에 설치된 CPU코어활성화의수

Status
사용 중인 CoD자원에대해 CPU코어활성화있음/없음(OK:있음,
VIOLATION:없음)

XSCF> showcodusage -p ppar

PPAR-ID/Resource In Use Installed Assigned

---------------- ------ --------- --------------

0 - PROC 3 8 4 cores

1 - PROC 4 4 4 cores

showcodusage명령

CoD자원라이센스정보를표시하려면 showcodusage명령을사용합니다.

■ -v 옵션
세부 정보를표시합니다.

■ -p {resource|ppar|all}옵션
"all"을지정하면모든 CoD자원의라이센스정보가표시됩니다. "resource"를지정
하면자원별로라이센스정보가표시되고 "ppar"을지정하면물리분할별로정보가
표시됩니다.

다음 예에서는각자원마다 CoD라이센스정보를표시하도록 showcodusage명령에
대해 -p resource옵션이지정됩니다.

표 3-3에는이명령에대한표시항목의의미가나열되어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물리분할의 CoD라이센스정보를표시하도록 showcodusage명령에
대해 -p ppar옵션이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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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ROC 4 4 4 cores

3 - PROC 4 4 4 cores

4 - PROC 0 0 0 cores

Unused - PROC 0 0 12 cores

표 3-4 showcodusage -p ppar명령에서의표시항목

표시 항목 설명

PPAR-ID/Resource 물리 분할 ID및 CoD자원유형("Unused"로서표시된자원은물리분
할에할당되지않음)

In Use 물리 분할에현재사용중인 CoD자원의수

Installed 물리 분할에현재장착된 CoD자원의수

Assigned 물리 분할에할당된 CPU코어활성화의수

노트 -이명령은다음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platadm, platop,
pparadm, pparmgr, pparop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howcod [-v] -s cpu

XSCF> showcod [-v] -p ppar_id

XSCF> showcod

PROC Permits assigned for PPAR 1 : 0

표 3-4에는이명령에대한표시항목의의미가나열되어있습니다.

제어 도메인이시작되면제어도메인의 ldm list-permits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
내 CPU코어활성화키의사용권정보를확인할수도있습니다.

showcod명령

CoD정보를표시하려면 showpcl명령을사용합니다.

■ -v 옵션
세부 정보를표시합니다.라이센스의세부항목이표시됩니다.

■ -s cpu옵션
CPU번호를지정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showcod명령을사용하여모든 CoD정보를표시합니다.

SPARC M10시스템도메인구성안내서 ･ 2012년12월24



노트 -진단레벨,메시지레벨및게스트도메인의자동부팅기능을설정하려면 fieldeng권한
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이명령을실행해야합니다.
활성 확인,브레이크신호,와치독시간초과시의반응,게스트도메인의자동부팅기능,절전
기능및 IO버스재구성기능의경우 platadm또는 pparadm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이
명령을실행해야합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etpparmode -p ppar_id -m function=mode

3.6 PPAR모드설정/확인
이 절에는물리분할작동모드(PPAR모드)의개요와설정방법이설명되어있습니다.

물리 분할에는작동환경에따라설정할수있는여러작동모드가있습니다.작동모드
의상태를설정하려면 setpparmode명령을사용합니다.현재설정된작동모드의상태
를표시하려면 sowpparmode명령을사용합니다.

setpparmode명령

PPAR모드를설정하려면 setpparmode명령을사용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을지정합니다.

■ -m function=mode옵션
기능 및작동모드를지정합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 참조 설

명서를참조하십시오.

표 3-5에는설정가능한작동모드가나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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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설정가능한 PPAR모드

기능 이름 설명 설정 가능한모드 반영 시점

진단 레벨 전원 공급시자가진단테스

트(POST)의진단레벨을설
정합니다.

없음/정상(기본값)/최대 즉시(*1)

메시지 레벨 POST진단의콘솔메시지상
세레벨을설정합니다.

없음/추출/정상(기본값)/최
대/디버그

즉시(*1)

활성화 확인 활성화 확인의사용가능/사
용불가능을설정합니다.

활성화(기본값)/비활성화 다음 시작시

(*2)

와치독 시간초

과시의반응

와치독 시간초과시각논리

도메인의반응방식을설정

합니다.

없음/패닉 프로세스/PPAR
재설정(기본값)

즉시(*1)

브레이크 신호

억제

브레이크 신호억제의활성

화또는비활성화여부를설

정합니다.

활성화(기본값)/비활성화 즉시(*1)

게스트 도메인

자동부팅기능

물리 분할의전원공급시게

스트도메인자동시작의활

성화또는비활성화여부를

설정합니다.

활성화(기본값)/비활성화 다음 시작시

(*2)

절전 기능 CPU및메모리에서저전력
작동의활성화또는비활성

화여부를설정합니다.

활성화(기본값)/비활성화 다음 시작시

(*2)

I/O버스재구성

(ioreconfigure)
기능

물리 분할의전원차단또는

전원재공급시버스구성에

따라 I/O버스재구성기능의
작동모드를선택합니다.
(SPARC M10-1에서는지원
되지않음)

활성화/비활성화(기본값)/다
음시작시에만활성화및후

속시작에서는자동비활성

화

즉시(*1)

*1: 설정이즉시반영됩니다.
*2: 설정을반영하려면물리분할의전원을공급하거나전원을차단했다가다시공급해야합니
다.

노트 - ldm set-variable명령을사용하여게스트도메인과함께 Oracle Solaris의자동시작여
부를설정하십시오.기본적으로 Oracle Solaris는게스트도메인과함께시작됩니다.
노트 - I/O버스재구성기능은 SPARC M10-1에서지원되지않습니다.

모드스위치를통한작동

물리 분할은운영패널의모드스위치설정에기반하여다음과같이작동됩니다.
■ 잠김

setpparmode명령으로지정한작동모드에따라작동됩니다.

■ 서비스

표 3-6에는모드스위치가서비스로설정될때작동이나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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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모드스위치가서비스로설정될때작동

기능 이름 작동 모드

진단 레벨 setpparmode명령으로지정한작동모드에따라작동됩니다.

메시지 레벨 setpparmode명령으로지정한작동모드에따라작동됩니다.

활성화 확인 작동 모드의상태와무관하게비활성화됩니다.

와치독 시간초과시의반

응

논리 도메인의시간초과를모니터링하지않습니다.
각 논리도메인의시간초과모니터링은 setpparmode명령으로
지정한작동모드에서작동됩니다.

브레이크 신호억제 작동 모드의상태와무관하게브레이크신호를전송합니다.

게스트 도메인자동부팅

기능

setpparmode명령으로지정한작동모드에따라작동됩니다.

절전 기능 setpparmode명령으로지정한작동모드에따라작동됩니다.

I/O버스재구성기능 setpparmode명령으로지정한작동모드에따라작동됩니다.

노트 -이명령은다음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platadm, fieldeng,
pparadm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howpparmode -p ppar_id [-v]

showpparmode명령

PPAR모드를표시하려면 showpparmode명령을사용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을지정합니다.

■ -v 옵션
세부 정보를표시합니다.물리분할의이더넷(MAC)주소도표시됩니다.

표 3-7에는 showpparmode명령에대한표시항목의의미가나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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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showpparmode명령에대한표시항목

표시 항목 설명

Host-ID 호스트 이름(호스트이름이지정되지않을경우하이픈 "-")

Diagnostic Level POST진단레벨(없음/정상/최대)

Message Level POST진단의콘솔메시지상세레벨(없음/추출/정상/최대/디버
그)

활성화 확인 활성화 확인의활성화/비활성화

Watchdog Reaction 와치독 시간초과시의 PPAR반응(재설정/패닉프로세스/비활
성화(없음))

Break Signal 브레이크 신호의활성화/비활성화

Autoboot(Guest Domain) PPAR시작시게스트도메인자동부팅기능의활성화/비활성
화

Elastic Mode CPU및메모리에서저전력작동의활성화/비활성화

IOreconfigure PPAR전원공급또는재부팅시버스구성에따른 IO버스재구
성기능의활성화/비활성화(활성화/비활성화/다음시작시에만
활성화및후속시작에서는자동비활성화)

Ethernet Address 물리 분할의이더넷(MAC)주소

3.7 물리 분할구성예
이 절에는 4개 SPARC M10-4S로구성된 2개물리분할의구성방법이설명되어있습니
다.
■ 시스템 보드할당

시스템 보드 00-0및 01-0을물리분할 0에할당하고시스템보드 02-0및 03-0을물리
분할 1에할당합니다.하지만실제로할당하는대신시스템보드 01-0을할당가능한
상태로유지합니다.

■ 미러 모드설정

시스템 보드 00-0에서만메모리미러를설정합니다.

■ 구성 정책/메모리무효화/IO무효화
예에서는 구성정책을물리분할 0및 1의시스템으로설정하고메모리무효화/IO무
효화를활성화하지않습니다.

■ 물리 분할의시간동기화

물리 분할의시스템시간을 XSCF시간으로설정합니다.

■ 물리 분할의작동모드

진단 메시지의메시지레벨을 "normal(정상)"로설정합니다.

그림 3-3에는구성된물리분할의개념적다이어그램이나타나있습니다.

SPARC M10시스템도메인구성안내서 ･ 2012년12월28



 
1

02-0 03-001-0

 
0

00-0

XSCF> setupfru -m y sb 00-0

XSCF> showfru sb 00-0

Device Location Memory Mirror Mode

sb 00-0

cpu 00-0-0 yes

cpu 00-0-1 yes

cpu 00-0-2 yes

cpu 00-0-3 yes

XSCF>

XSCF> setpcl -p 0 -a 0=00-0 1=01-0

XSCF> setpcl -p 0 -s policy=system

XSCF> setpcl -p 0 -s no-mem=false

XSCF> setpcl -p 0 -s no-io=false

XSCF> setpcl -p 1 -a 0=02-0 1=03-0

XSCF> setpcl -p 1 -s policy=system

XSCF> setpcl -p 1 -s no-mem=false

XSCF> setpcl -p 1 -s no-io=false

그림 3-3 완료된물리분할의개념적다이어그램

1. platadm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 XSCF쉘에로그인합니다.

2. setupfru명령을실행하여메모리미러를설정합니다.

3. showfru명령을실행하여메모리미러상태를확인합니다.

시스템 보드 00-0에서메모리미러의상태를확인합니다. [Memory Mirror Mode]
에모두 "yes"가표시되면미러모드가올바로설정된것입니다.

4. setpcl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구성정보를생성합니다.

시스템 보드 00-0및 01-0을물리분할 0의논리적시스템보드 00및 01로매핑하고
시스템보드 02-0및 03-0을물리분할 2의논리적시스템보드 00및 01로매핑합니
다.예에서는구성정책을시스템으로설정하고메모리무효화/IO무효화를활성화
하지않습니다.

5. showpcl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구성정보의내용을확인합니다.

[PPAR-ID]는물리분할번호를표시하고 [LSB]는논리적시스템보드번호를표시
하며 [PSB]는시스템보드번호를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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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CF> showpcl -v -a

PPAR-ID LSB PSB Status No-Mem No-IO Cfg-policy

00 Running

시스템

00 00-0 False False

01 01-0 False False

01 Running

시스템

00 02-0 False False

01 03-0 False False

XSCF> showboards -a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0-0 SP Available n n n Passed Normal

01-0 SP Available n n n Passed Normal

02-0 SP Available n n n Passed Normal

03-0 SP Available n n n Passed Normal

XSCF> addboard -c assign -p 0 00-0

XSCF> addboard -c assign -p 1 02-0 03-0

XSCF> showboards -v -a

PSB R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

00-0 * 00(00) Assigned n n n Passed Normal

01-0 SP Available n n n Passed Normal

02-0 * 01(00) Assigned n n n Passed Normal

03-0 * 01(01) Assigned n n n Passed Normal

XSCF> addcodactivation "Activation file for CoD

This is a SPARC M10-1 CoD Hardware Activation Key

Product: SPARC M10-1

SequenceNumber: 1

Cpu: noExpiration 4

6.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를확인합니다.

[PPAR-ID]가 "SP"로표시되고 [Assignment]가 "Available"로표시된시스템보드
를할당에사용할수있습니다. "SP"는시스템보드풀상태를나타내며이는어떠
한물리분할에도속하지않는다는의미입니다.

7. addboard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를할당합니다.

8.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의할당상태를확인합니다.

별표[*]가할당된시스템보드의 [R]열에표시되고물리분할및논리적시스템보
드(LSB)가 [PPAR-ID]열에대해설정된것처럼설정되면시스템보드가올바로할
당된것입니다.

9. addcodactivation명령을실행하여 CPU코어활성화키를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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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Signature-SHA256-RSA2048:

U1VOVyxTUEFSQy1FbnRlcnByaXNlAA…….."

Above Key will be added, Continue?[y|n]:y

XSCF> showcodactivation

Index Description Count

------- ----------- ------

1 PROC 8

XSCF> setcod -p 0 -s cpu 4

XSCF> setcod -p 1 -s cpu 4

XSCF> resetdateoffset -p 0

XSCF> resetdateoffset -p 1

노트 -물리분할을재구성하거나 XSCF시간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설정을수행해야합니다.

XSCF> setpparmode -p 0 -m message=normal

XSCF> setpparmode -p 1 -m message=normal

XSCF> poweron -p ppar_id

10. showcodactivation명령을실행하여추가된 CPU코어활성화키의내용을확인

합니다.

구입한 자원의라이센스수가표시되면 CPU코어활성화키가올바로추가된것
입니다.

11. setcod명령을실행하여 CoD자원의라이센스수를물리분할에할당합니다.

12. resetdateoffset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의시간을 XSCF의시간과동기화합니

다.

resetdateoffset명령의자세한내용은 SPARC M10 시스템 시스템 작동및 관리 안

내서의 "8.4 XSCF시간/날짜설정"을참조하십시오.

13. setpparmode명령을실행하고진단메시지상세레벨을 "normal(정상)"로설정합

니다.

14. poweron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의전원을공급합니다.

■ -p ppar_id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물리분할 0및 1의전원이공급됩니다.

3장 물리분할구성 31



XSCF> poweron -p 0

PPAR-IDs to power on:00

Continue? [y|n] :y

00 :Powering on

*Note*

This command only issues the instruction to power-on.

The result of the instruction can be checked by the "showlogs power".

XSCF> poweron -p 1

PPAR-IDs to power on:01

Continue? [y|n] :y

01 :Powering on

*Note*

This command only issues the instruction to power-on.

The result of the instruction can be checked by the "showlogs power".

XSCF> showboards -a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0-0 00(00)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01-0 SP Available n n n Passed Normal

02-0 01(00)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03-0 01(01)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15.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상태를확인합니다.

[Pwr], [Conn]및 [Conf]열모두에 "y"가표시되면물리분할이올바로작동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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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논리도메인은 Oracle VM Server for SPARC용도의관리소프트웨어프로그램인논리
도메인관리자를사용하여구성합니다.이러한이유로먼저논리도메인을구성할때 SPARC
M10시스템에서지원되는소프트웨어프로그램세트가시스템에올바로설치되어있는지확인
해야합니다.

4장

논리 도메인구성

이 장에는논리도메인의구성절차가설명되어있습니다.

■ 논리 도메인구성시의설정내용

■ 논리 도메인구성관련고려사항

■ 제어 도메인구성/확인

■ 게스트 도메인구성/확인

■ 논리 도메인의구성예

■ 종료 순서지정

■ 구성 정보저장

4.1 논리 도메인구성시의설정내용

논리 도메인을구성할때다음내용을설정합니다.

제어도메인의초기구성

초기 상태에서모든하드웨어자원은제어도메인에할당됩니다.따라서제어도메인에
하드웨어자원할당을검토하고게스트도메인의하드웨어자원을확인해야합니다.이
를위해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 기본 서비스설정

■ 지연 재구성모드설정

■ 가상 CPU의할당

■ 가상 메모리의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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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각모델의최대논리도메인수

모델 논리 도메인수

SPARC M10-1 최대 32개논리도메인

SPARC M10-4/M10-4S 캐비닛 수 x 128개논리도메인.하지만단일물리분할의경
우최대 256개논리도메인.

■ 설정 내용의저장

게스트도메인의구성

제어 도메인에하드웨어자원할당을검토한후하드웨어자원을게스트도메인에할당

합니다.이를위해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 가상 CPU의할당

■ 가상 메모리의할당

■ 가상 네트워크설정

■ 가상 디스크설정

■ 시작 장치설정

■ 자동 재시작설정

■ 설정 저장

4.2 논리 도메인구성관련고려사항
이 절에는논리도메인구성에서고려하는항목이설명되어있습니다.

4.2.1 구성 관련고려사항

논리 도메인을구성할때다음사항에유의해야합니다.
■ 논리 도메인수관련고려사항

■ CPU자동교체기능의사용시고려사항

논리도메인수관련고려사항

구성 가능한최대논리도메인수는할당가능한가상 CPU(스레드)수와동일합니다.
또한각물리분할의최대논리도메인수는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의해제한됩니다.
표 4-1에는각모델마다구성가능한최대논리도메인수가나타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 CPU는코어단위로논리도메인에할당됩니다.따라서최대논리도
메인수는대개위계산의절반이됩니다.

CPU자동교체기능의사용시고려사항

Oracle VM Server for SPARC 3.0이상에서지원되는 CPU자동교체기능을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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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CPU구성을고려해야합니다.자세한내용은 Oracle VM Server for SPARC 관리 안

내서를참조하십시오.

4.2.2 작동 관련고려사항

구성할 때논리도메인작업과관련된다음사항에도유의해야합니다.
■ 제어 도메인의초기설정수행방법

■ 가상 CPU의할당단위

■ 구성하는 논리도메인수

■ CoD관련고려사항

■ 제어 도메인에메모리할당가이드라인

■ 논리 도메인구성정보저장

■ 다양한 정보출력

제어도메인의초기설정수행방법

제어 도메인의초기설정을수행할때 ldm(1M)명령의메모리동적재구성(DR)기능
을사용하지않습니다.제어도메인의초기설정에지연재구성모드를사용하며이에
따라논리도메인을다시시작하여구성정보를반영할수있습니다.

가상 CPU의할당단위

CPU를가상 CPU인스레드단위로할당할수있지만일반적으로는코어단위로할당하
는것이좋습니다.그림 4-1에는정상할당의예가나타나있습니다.

그림 4-1 정상할당의예

또한 여러코어에가상 CPU를할당할때성능이저하될수도있다는점을유의해야합
니다.그림 4-2에는성능저하의예가나타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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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바람직하지않은할당의예

이러한 경우일단논리도메인에서가상 CPU의할당을해제하고할당순서를변경합
니다.가상 CPU는코어번호의오름차순과동일코어내스레드번호의오름차순으로
할당됩니다.따라서가상 CPU의할당순서를변경하면그림 4-2에나타난바와같이성
능저하를방지할수있습니다.그림 4-3에는가상 CPU할당을해제한후의상태가나타
나있습니다.그림 4-4에는해당순서로가상 CPU를재할당한후의상태가나타나있습
니다.

그림 4-3 할당의일시적취소

그림 4-4 해당순서의재할당

구성하는도메인수

물리 분할의코어수보다많은논리도메인을생성하는경우작동테스트와같은확인

을사전에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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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관련고려사항

CPU코어활성화의사용으로사용가능한 CPU수가감소하면물리분할에할당되는
CPU수가사용가능한 CPU수보다적도록 CPU를사전에재할당합니다.

제어도메인에메모리할당가이드라인

일반적으로 4GB이상의가상메모리를제어도메인에할당합니다.

논리도메인구성정보저장

논리 도메인의구성완료후 XSCF에서논리도메인구성정보를기록합니다.자세한내
용은 "4.7구성정보저장"을참조하십시오.

또한 하드웨어고장등으로인해논리도메인의구성정보가손실될수있습니다.따라
서게스트도메인구성정보를변경한경우 Oracle VM Server for SPARC용도의관리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인논리도메인관리자의 ldm(1M)명령을사용하여게스트도메
인구성정보를가져오고이정보를안전한곳에저장합니다.가져온구성정보는디스
크로부터데이터가손실되는일이없도록테이프장치또는파일서버로복제해야합니

다.또한 ldm(1M)명령을사용하여가져온구성정보에기반하여게스트도메인을재구
성할수도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의 Oracle VM Server for SPARC관련설
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에저장된구성정보를백업할수있습니다.구성정보를파일로백업하려면 XSCF
의 dumpconfig(8)명령을사용합니다.백업파일에서구성정보를복원
하려면 restoreconfig(8)명령을사용합니다.

논리도메인구성시의지정항목

논리 도메인을구성하려면다양한이름을정의하거나다양한자원또는그수를지정해

야합니다.논리도메인구성시에정의또는지정해야하는항목이아래나타나있습니
다.작업을시작하기전에이러한항목을결정합니다.
■ 가상 콘솔터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의이름

■ 가상 디스크서버의이름

■ 가상 스위치서비스의이름

■ 가상 네트워크장치의인터페이스이름

■ 가상 장치의이름

■ 가상 디스크의이름

■ 게스트 도메인의이름

■ 논리 도메인구성정보의이름

■ 가상 콘솔터미널의포트번호범위

■ 가상 스위치서비스용장치

■ 가상 디스크서비스용장치

■ 게스트 도메인에할당하는 CPU수

■ 게스트 도메인에할당하는메모리크기

■ 게스트 도메인에할당하는가상콘솔터미널의포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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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이명령은다음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platadm, fieldeng,
pparadm, pparmgr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poweron -p ppar_id

노트 -이명령은다음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platadm, platop,
fieldeng, pparadm, pparmgr, pparop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console -p ppar_id

■ 게스트 도메인에할당하는 CPU수

■ 게스트 도메인에할당하는메모리크기

4.3 제어 도메인구성/확인
이 절에는제어도메인의구성절차가설명되어있습니다.

4.3.1 제어 도메인에로그인

제어 도메인을구성하는경우먼저물리분할의전원을공급하고루트사용자로서제어

도메인에로그인합니다.제어도메인에로그인한후다음상태를확인합니다.
■ 논리 도메인관리자가제어도메인에서실행되고있습니다.

poweron명령을사용하여물리분할의전원을공급합니다.루트사용자로서제어도메
인에로그인하려면 console명령을사용합니다. Oracle Solaris의 svcs(1)명령을사용하
여논리도메인관리자가제어도메인에서실행되고있는지확인합니다.

poweron명령

poweron명령을사용하여물리분할의전원을공급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

console명령

물리 분할의제어도메인콘솔에연결하려면 console명령을사용합니다.

■ -p ppar_id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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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Oracle Solaris관련설명서를참
조하십시오.

# svcs service

# svcs ldmd

STATE STIME FMRI

online 16:25:31 svc:/ldoms/ldmd:default

노트 -논리도메인관리자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에포함된소프트웨어입니다.자세
한내용은 Oracle Solaris관련설명서의 svcs(1)명령을참조하십시오.
노트 -논리도메인관리자가시작되지않으면 svcadm명령을실행하여시작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관련설명서의 svcadm(1M)명령을참조하십시오.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

svcs명령

Oracle Solaris의 svcs(1)명령을사용하여논리도메인관리자가실행되고있는지확인
합니다.

■ service
서비스의 이름을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논리도메인관리자가실행되고있는지확인합니다.논리도메인관리자
서비스의이름은 ldmd입니다. [STATE]열에 "online"이표시되면실행되고있는것입
니다.

4.3.2 기본 서비스설정

서비스 도메인으로서제어도메인을사용하려면다음의기본서비스를설정합니다.
■ 가상 콘솔터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서비스

가상 콘솔터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서비스(vcc)는가상네트워크터미널서버
데몬(vntsd)에사용되는서비스입니다. ldm add-vcc명령을사용하여모든논리도
메인용터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로서가상콘솔터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

서비스를설정합니다.

■ 가상 디스크서버

가상 디스크서버(vds)는가상디스크를논리도메인으로가져오는서비스입니다.
ldm add-vds명령을사용하여가상디스크서버를설정합니다.

■ 가상 스위치서비스

가상 스위치서비스(vsw)는논리도메인에서가상네트워크(vnet)장치간네트워크
를활성화하는서비스입니다. ldm add-vsw명령을사용하여가상스위치서비스를
설정합니다.

ldm list-service명령을사용하여설정된기본서비스의내용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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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add-vcc port-range=x-y vcc-name ldom

# ldm add-vds service-name ldom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vsw net-dev=device vsw-name ldom

ldm add-vcc명령

가상 콘솔터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서비스를제어도메인에추가하려면 ldm
add-vcc명령을사용합니다.

■ x
가상 콘솔터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의포트번호하한값을지정합니다.

■ y
가상 콘솔터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의포트번호상한값을지정합니다.

■ vcc-name
가상 콘솔터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의이름을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이름은 "primary"입니다.제어도
메인이외의논리도메인이지정되면이논리도메인이콘솔의출력대상이됩니다.
primary이외의이름이논리도메인에지정되면이논리도메인에서 vntsd서비스를
시작합니다.

ldm add-vds명령

가상 디스크서버를제어도메인에추가하려면 ldm add-vds명령을사용합니다.

■ service-name
가상 디스크서버의이름을지정합니다.이이름은시스템내의모든가상디스크서
버이름에서고유해야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이름은 "primary"입니다.

ldm add-vsw명령

가상 스위치서비스를제어도메인에추가하려면 ldm add-vsw명령을사용합니다.

■ net-dev=device
네트워크 어댑터드라이버의이름을지정합니다.

■ vsw-name
가상 스위치서비스의이름을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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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list-services ldom

# ldm list-services primary

VDS

NAME VOLUME OPTIONS DEVICE

primary-vds0

VCC

NAME PORT-RANGE

primary-vcc0 5000-5100

VSW

NAME MAC NET-DEV DEVICE MODE

primary-vsw0 02:04:4f:fb:9f:0d net0 switch@0 prog,promisc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이름은 "primary"입니다.

ldm list-services명령

설정된 서비스를확인하려면 ldm list-services명령을사용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이름은 "primary"입니다.

다음 예에서는 "primary-vds0"이가상디스크서버로, "primary-vcc0"이가상콘솔터
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서비스로, "primary-vsw0"이가상스위치서비스로서표시
됩니다.

4.3.3 제어 도메인의초기구성수행

초기 상태에서물리분할의구성시에할당되는시스템보드의하드웨어자원모두는

제어도메인으로할당됩니다.따라서제어도메인에할당되는하드웨어자원을검토하
고게스트도메인또는서비스도메인에할당가능한하드웨어자원을확인해야합니다.

지연 재구성모드에서제어도메인의실제설정작업을수행합니다.지연재구성모드
에서논리도메인구성의변경사항은바로적용되지않고논리도메인의재시작시에

적용됩니다.제어도메인의초기설정절차가아래나타나있습니다.

1. ldm start-reconf명령을실행하여지연재구성모드로전환합니다.

2. ldm list-permits명령을실행하여제어도메인에할당가능한가상 CPU코어수를
확인합니다.

3. ldm add-vcpu명령, set-vcpu명령, ldm remove-vcpu명령, ldm add-core명령,
ldm set-core명령및 ldm remove-core명령을실행하여제어도메인에할당되는
가상 CPU를재설정합니다.

4. ldm set-memory명령을실행하여제어도메인에할당되는가상메모리를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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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start-reconf ldom

# ldm list-permits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vcpu number ldom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합니다.

5. ldm list-bindings명령을실행하여제어도메인에하드웨어자원할당을확인합니
다.

6. ldm add-spconfig명령을실행하여논리도메인구성정보를 XSCF에저장합니다.

7. XSCF의 poweroff(8)및 poweron(8)명령을실행하여제어도메인을다시시작합
니다.

ldm start-reconf명령

지연 재구성모드를시작하려면 ldm start-reconf명령을사용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경우 "primary"로서고정됩니다.

ldm list-permits명령

ldm list-permits명령을사용하여제어도메인에서할당가능한가상 CPU코어수를확
인합니다.

ldm add-vcpu명령

ldm add-vcpu명령을사용하여가상 CPU를제어도메인에추가합니다.

■ number
추가할 가상 CPU(스레드)수를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경우 "primary"로서고정됩니다.

ldm set-vcpu명령

가상 CPU를제어도메인에할당하려면 ldm set-vcpu명령을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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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set-vcpu number ldom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remove-vcpu number ldom

노트 - CPU를코어단위와스레드단위로논리도메인에동시할당할수없습니다.각논리도
메인마다이할당단위가운데하나를선택해야합니다.

# ldm add-core number ldom

# ldm add-core cid=id [,id [,...]] ldom

노트 - Cid를지정하여 CPU코어를추가하는경우동적재구성을통한구성변경이불가능합
니다.

■ number
할당할 가상 CPU(스레드)수를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경우 "primary"로서고정됩니다.

ldm remove-vcpu명령

ldm remove-vcpu명령을사용하여제어도메인에서가상 CPU를제거합니다.

■ number
제거할 가상 CPU(스레드)수를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경우 "primary"로서고정됩니다.

ldm add-core명령

특정 코어를제어도메인에추가하려면 ldm add-core명령을사용합니다.

■ number
추가할 CPU코어수를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경우 "primary"로서고정됩니다.

■ cid=id [,id [,...]]
추가할 CPU코어의 ID를지정합니다.

4장 논리도메인구성 43



# ldm set-core number ldom

# ldm set-core cid=id [,id [,...]] ldom

노트 - Cid를지정하여 CPU코어를설정하는경우동적재구성을통한구성변경이불가능합
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remove-core number ldom

# ldm remove-core cid=id [,id [,...]] ldom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set-memory [--auto-adj] size[unit] ldom

ldm set-core명령

특정 코어를제어도메인에서설정하려면 ldm set-core명령을사용합니다.

■ number
설정할 CPU코어수를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경우 "primary"로서고정됩니다.

■ cid=id [,id [,...]]
설정할 CPU코어의 ID를지정합니다.

ldm remove-core명령

특정 코어를제어도메인에서제거하려면 ldm remove-core명령을사용합니다.

■ number
설정할 CPU코어수를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경우 "primary"로서고정됩니다.

■ cid=id [,id [,...]]
설정할 CPU코어의 ID를지정합니다.

ldm set-memory명령

가상 메모리를제어도메인에할당하려면 ldm set-memory명령을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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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list-bindings ldom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spconfig config-name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poweroff -p ppar_id

XSCF> poweron -p ppar_id

■ --auto-adj옵션
메모리 크기를 256MB의경계로조절합니다.

■ size
할당할 메모리의크기를지정합니다.최소할당단위는 256MB입니다.

■ unit
크기 단위를지정합니다.지정가능한단위는 G(기가바이트), M(메가바이트)및 K(
킬로바이트)입니다.이는대소문자를구분하지않습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경우 "primary"로서고정됩니다.

ldm list-bindings명령

할당을 확인하려면 ldm list-bindings명령을사용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경우 "primary"로서고정됩니다.

ldm add-spconfig명령

논리 도메인구성을 XSCF에저장하려면 ldm add-spconfig명령을사용합니다.

■ config-name
구성의 이름을지정합니다.

poweroff/poweron명령

제어 도메인을다시시작하려면 XSCF의 poweroff(8)(정지)및 poweron(8)(시작)명령
을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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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 XSCF에저장된논리도메인구성은단순히 Oracle Solaris의 shutdown(1M)명령으로
제어도메인을다시시작한다고해서적용되지않습니다. XSCF의 poweroff(8)/poweron(8)명
령을사용하여다시시작하십시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을지정합니다.

지연 재구성모드에서수행된설정은제어도메인을정지했다가다시시작한후에만적

용됩니다.제어도메인을다시시작한후 ldm list-bindings명령을실행하여하드웨어
자원이제어도메인에올바로할당되었는지확인합니다.

4.4 게스트 도메인구성/확인
이 절에는게스트도메인의구성절차가설명되어있습니다.

게스트 도메인을구성하는경우게스트도메인을생성하고제어도메인으로부터해제

된하드웨어자원또는제어도메인에준비된기본서비스를할당합니다.게스트도메인
의구성절차가아래나타나있습니다.

1. ldm list-devices명령을실행하여할당가능한하드웨어자원을확인합니다.

2. ldm add-domain명령을실행하여게스트도메인을추가합니다.

3. ldm list-permits명령을실행하여제어도메인에할당가능한가상 CPU코어수를
확인합니다.

4. ldm add-vcpu명령, set-vcpu명령, ldm remove-vcpu명령, ldm add-core명령,
ldm set-core명령및 ldm remove-core명령을실행하여가상 CPU를게스트도메
인에할당합니다.

5. ldm add-memory명령을실행하여가상메모리를게스트도메인에추가합니다.

6. ldm add-vnet명령을실행하여가상네트워크장치를게스트도메인에추가합니
다.

7. ldm add-vdsdev명령을실행하여장치를가상디스크서버에추가합니다.

8. ldm add-vdisk명령을실행하여가상디스크를게스트도메인에추가합니다.

9. ldm set-vcons명령을실행하여가상콘솔을게스트도메인에할당합니다.

10. ldm set-variable명령을실행하여게스트도메인의시작장치를설정합니다.

11. ldm set-variable명령을실행하여게스트도메인의시작시에 Oracle Solaris를동
시시작할것인지설정합니다.

12. ldm set-vcons명령을실행하여콘솔로그를파일로출력하도록설정합니다.

13. 필요에 따라 ldm bind-domain명령을실행하여자원을게스트도메인으로바인
딩합니다.

이 작업을완료한후 ldm start-domain명령을사용하여게스트도메인을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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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list-devices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domain ldom

# ldm list-permits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vcpu number ldom

# ldm set-vcpu number ldom

# ldm remove-vcpu number ldom

ldm list-devices명령

게스트 도메인에할당가능한자원을확인하려면 ldm list-devices명령을사용합니다.

ldm add-domain명령

게스트 도메인을생성하려면 ldm add-domain명령을사용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ldm list-permits명령

List-permits명령을사용하여제어도메인에서할당가능한가상 CPU코어수를확인
합니다.

ldm add-vcpu, set-vcpu및 remove-vcpu명령

가상 CPU를논리도메인에추가,논리도메인에대해설정,논리도메인에서삭제하려
면 ldm add-vcpu명령(추가), ldm set-vcpu명령(설정)또는 ldm remove-vcpu명령(삭
제)을사용합니다. add-core, set-core또는 remove-core명령을사용하여가상 CPU를
추가/설정/삭제하는것이좋습니다.

■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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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core number ldom

# ldm add-core cid=id [,id [,...]] ldom

# ldm set-core number ldom

# ldm set-core cid=id [,id [,...]] ldom

# ldm remove-core number ldom

# ldm remove-core cid=id [,id [,...]] ldom

노트 - CPU를코어단위와스레드단위로논리도메인에동시할당할수없습니다.각논리도
메인마다이할당단위가운데하나를선택해야합니다.
노트 - ldm add-core및 ldm set-core명령에서 cid를지정하여 CPU코어를추가/설정하는경
우동적재구성을통한구성변경이불가능합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memory [--auto-adj] size ldom

가상 CPU(스레드)수를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ldm add-core, set-core및 remove-core명령

가상 CPU를코어단위로논리도메인에추가,논리도메인에대해설정,논리도메인에
서제거하려면 ldm add-core명령(추가), ldm set-core명령(설정)또는 ldm remove-
core명령(제거)을사용합니다.

■ number
추가할 CPU코어수를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을지정합니다.

■ cid=id [,id [,...]]
추가할 CPU코어의 ID를지정합니다.

ldm add-memory명령

가상 메모리를논리도메인에추가하려면 ldm add-memory명령을사용합니다.

피연산자의 의미는 ldm set-memory의의미와동일합니다. ldm set-memory명령은
"4.3.3제어도메인의초기구성수행"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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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vnet if-name vsw-name ldom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vdsdev backend volume-name@service-name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vdisk disk-name volume-name@service-name ldom

ldm add-vnet명령

가상 네트워크장치를논리도메인에추가하려면 ldm add-vnet명령을사용합니다.

■ if-name
가상 네트워크장치의인스턴스에할당되는인터페이스의이름을지정합니다.

■ vsw-name
가상 스위치서비스의이름을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ldm add-vdsdev명령

장치를 가상디스크서버에추가하려면 ldm add-vdsdev명령을사용합니다.

■ backend
데이터 저장소의위치를지정합니다.디스크,디스크슬라이스,파일,볼륨또는의
사디스크장치를지정할수있습니다.

■ volume-name
가상 디스크서버내의고유한장치이름을지정합니다.

■ service-name
가상 디스크서버의이름을지정합니다.이이름은시스템내의모든가상디스크서
버이름에서고유해야합니다.

ldm add-vdisk명령

ldm add-vdisk명령을사용하여가상디스크로서가상장치를게스트도메인에추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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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set-vcons port=port-number ldom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set-variable boot-device=disk-name ldom

■ disk-name
가상 디스크의이름을지정합니다.

■ volume-name
연결될 기존가상디스크서버의장치이름을지정합니다.

■ service-name
연결될 기존가상디스크서버의이름을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ldm set-vcons명령

가상 콘솔을게스트도메인에할당하려면 ldm set-vcons명령을사용합니다.

■ port-number
가상 콘솔의포트번호를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ldm set-variable명령

게스트 도메인의시작장치를설정하려면 ldm set-variable명령을사용합니다.

■ disk-namet
가상 디스크의이름을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ldm set-variable명령

ldm set-variable명령을사용하여게스트도메인의시작시에 Oracle Solaris를동시자
동시작할것인지설정합니다.기본적으로 Oracle Solaris는게스트도메인과함께자동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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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set-variable auto-boot?={true|false} ldom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set-vcons [service=service-ldom] log=on ldom

노트 -로그의내용은 ldm add-vcc로지정한서비스도메인에서파일이름 /var/log/vntsd/(게
스트도메인이름)/console - log로서출력됩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bind-domain ldom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auto-boot?={true|false}
도메인을 자동시작하려면 "true"를지정합니다.도메인을자동시작하지않으려면
"false"를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ldm set-vcons명령

콘솔 로그를파일로출력하도록설정하려면 ldm set-vcons명령을사용합니다.

■ [service=service-ldom]
제어 도메인이외의논리도메인에대해가상콘솔터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서

비스를지정하는경우이논리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이에따라 ldom에대해
지정된게스트도메인의콘솔출력과로그가지정된논리도메인으로출력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ldm bind-domain명령

자원을 게스트도메인에바인딩하려면 ldm bind-domain명령을사용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ldm start-domain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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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start-domain ldom

표 4-2 이름의정의예

항목 이름

가상 콘솔터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의이름 primary-vcc0

가상 디스크서버의이름 primary-vds0

가상 스위치서비스의이름 primary-vsw0

가상 네트워크장치의인터페이스이름 vnet1

가상 장치의이름 vol1

가상 디스크의이름 vdisk1

게스트 도메인의이름 ldom1

논리 도메인구성정보의이름 config1

표 4-3 제어도메인에할당하는자원의예

항목 값

가상 콘솔터미널의포트번호범위 5000 ~ 5100

가상 스위치서비스용장치 net0

가상 디스크서비스용장치 /ldoms/domain/test/fdisk0

할당하는 CPU수 4개 코어

할당하는 메모리의크기 8GB

게스트 도메인을시작하려면 ldm start-domain명령을사용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4.5 논리 도메인의구성예
이 절에는논리도메인구성의특정예가설명되어있습니다.

논리 도메인을구성하려면다양한이름을정의하거나다양한자원또는그수를지정해

야합니다.작업을시작하기전에이러한정보를준비및구성합니다.

이 절의예에사용된정보가아래나타나있습니다.각각표 4-2에는이름의정의예가
나열되고표 4-3에는제어도메인에할당하는자원의예가나열되며표 4-4에는게스트
도메인에할당하는자원의예가나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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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게스트도메인에할당하는자원의예

항목 값

할당하는 가상콘솔터미널의포트번호 5000

할당하는 CPU수 2 cores

할당하는 메모리의크기 4GB

XSCF> poweron -p 0

PPAR-IDs to power on:00

Continue? [y|n] :y

00 :Powering on

*Note*

This command only issues the instruction to power-on.

The result of the instruction can be checked by the "showlogs power".

XSCF>

XSCF> console -p 0

Console contents may be logged. Connect to PPAR-ID 0?[y|n] :y

노트 - Oracle Solaris의자동시작을설정하지않는경우시작작동을수행하고시작이완료될
때까지기다리십시오.

# svcs ldmd

노트 -논리도메인관리자가시작되지않으면 svcadm명령을실행하여시작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관련설명서의 svcadm(1M)명령을참조하십시오.

4.5.1 제어 도메인에로그인

이 절의설명에서는대상의물리분할번호가 0인것으로가정합니다.

1. platadm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 XSCF쉘에로그인합니다.

2. poweron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 0의전원을공급합니다.

3. console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 0의제어도메인콘솔로전환합니다.

4. 루트 사용자로서제어도메인에로그인합니다.

5. svcs ldmd명령을실행하여논리도메인관리자가실행되고있는지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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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add-vcc port-range=5000-5100 primary-vcc0 primary

# ldm add-vds primary-vds0 primary

# ldm add-vsw net-dev=net0 primary-vsw0 primary

# ldm list-services primary

# ldm start-reconf primary

# ldm list-permits

4.5.2 기본 서비스설정

1. ldm add-vcc명령을실행하여가상콘솔터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서비스를

제어도메인에추가합니다.

다음 예에서는포트번호가 5000 ~ 5100이고이름이 primary-vcc0인가상콘솔터
미널컬렉션딜리버리장치가제어도메인에추가됩니다.

2. ldm add-vds명령을실행하여가상디스크서버를제어도메인에추가합니다.

다음 예에서는이름이 primary-vds0인가상디스크서버가제어도메인에추가됩
니다.

3. ldm add-vsw명령을실행하여가상스위치서비스를제어도메인에추가합니다.

다음 예에서는이름이 primary-vsw0인가상스위치서비스가제어도메인에추가
되고 net0이장치로서사용됩니다.

4. ldm list-services명령을실행하여설정된서비스를확인합니다.

다음 예에서는제어도메인서비스가표시됩니다.

4.5.3 제어 도메인의초기구성수행

1. ldm start-reconf명령을실행하여지연재구성모드를시작합니다.

제어 도메인의이름은 "primary"로서고정됩니다.

2. ldm list-permits명령을실행하여할당가능한 CPU코어수를확인합니다.

3. ldm set-core명령을실행하여가상 CPU를제어도메인에할당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4개코어의 CPU가제어도메인에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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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set-core 4 primary

# ldm set-memory 8g primary

# ldm list-bindings primary

# ldm add-spconfig config1

XSCF> poweroff -p 0

XSCF> poweron -p 0

# ldm list-bindings primary

# ldm list-devices

# ldm add-domain ldom1

4. ldm set-memory명령을실행하여가상 CPU를제어도메인에할당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8GB의메모리가제어도메인에할당됩니다.

5. ldm list-bindings명령을실행하여할당상태를확인합니다.

6. ldm add-spconfig명령을실행하여논리도메인구성을 XSCF에저장합니다.

다음 예에서는논리도메인구성정보가 "config1"의이름으로저장됩니다.

7. XSCF의 poweroff(8)및 poweron(8)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의전원을차단했

다가다시공급합니다.

8. 제어 도메인을다시시작한후 list-bindings명령을실행하여자원의할당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음 명령표시가 4단계에설명된할당상태표시와동일하면설정이올바로수행
된것입니다.

4.5.4 게스트 도메인구성

1. ldm list-devices명령을실행하여게스트도메인으로할당에사용할수있는자원

을확인합니다.

도메인에 사용되지않는자원이표시됩니다.

2. ldm add-domain명령을실행하여게스트도메인 Idom1을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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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list-permits

# ldm add-core 2 ldom1

# ldm add-memory 4g ldom1

# ldm add-vnet vnet1 primary-vsw0 ldom1

# mkfile 100g /ldoms/domain/test/fdisk0

# ldm add-vdsdev /ldoms/domain/test/fdisk0 vol1@primary-vds0

# ldm add-vdisk vdisk1 vol1@primary-vds0 ldom1

# ldm set-vcons 5000 ldom1

# ldm set-variable boot-device=vdisk1 ldom1

# ldm list-bindings ldom

3. ldm list-permits명령을실행하여할당가능한 CPU코어수를확인합니다.

4. ldm add-vcpu명령을실행하여 2개코어의가상 CPU를추가합니다.

5. ldm add-memory명령을실행하여 4GB의가상메모리를추가합니다.

6. ldm add-vnet명령을실행하여가상네트워크장치를추가합니다.

7. ldm add-vdsdev명령을실행하여장치를가상디스크서버에추가합니다.

다음 예에서는제어도메인에서데이터저장소위치로서사용될 100GB의일반파
일이생성됩니다(이파일은이후하나의장치로서추가됨).

8. ldm add-vdisk명령을실행하여가상디스크를추가합니다.

6단계에서추가한가상디스크를게스트도메인에추가합니다.

9. ldm set-vcons명령을실행하여포트번호 5000으로가상콘솔을할당합니다.

10. ldm set-variable명령을실행하여게스트도메인의시작장치를설정합니다.

11. ldm list-bindings명령을실행하여게스트도메인의구성을확인합니다.

12. ldm bind-domain및 ldm start-domain명령을실행하여게스트도메인을시작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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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bind-domain ldom1

# ldm start-domain ldom1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set-domain shutdown-group=group ldom

노트 -종료그룹은게스트도메인이비활성또는바인딩된상태인동안에만변경할수있습니

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4.6 종료 순서지정
지정된 종료기능을사용하고 XSCF의 poweroff(8)명령으로각논리도메인의종료순
서를지정하는경우생성한게스트도메인에대해종료그룹을설정합니다.종료그룹은
논리도메인에서종료순서를지정하도록생성됩니다.

종료 그룹범위는 0 ~ 15입니다.그룹은번호가클수록더일찍종료됩니다.게스트도
메인은기본적으로그룹 15에속합니다.제어도메인은항상그룹 0에속하며변경할수
없습니다.논리도메인에서종속성을고려하여종료순서를설정합니다.

게스트 도메인의종료그룹을설정하려면 ldm set-domain명령을사용합니다.종료그
룹의설정을확인하려면 ldm list-domain명령을사용합니다.

ldm set-domain명령

종료 그룹을지정하려면 ldm set-domain명령을사용합니다.

■ group
종료 그룹을지정합니다. 1 ~ 15의숫자값을지정할수있습니다.

■ ldom
대상 논리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primary"(제어도메인)는지정할수없습
니다.

ldm list-domain명령

종료 그룹의설정을확인하려면 ldm list-domain명령을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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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list-domain -o format ldom ...

# ldm set-domain shutdown-group=7 ldom1

# ldm list-domain -o domain ldom1

NAME STATE FLAGS UTIL

ldom1 active -n---- 0.1%

CONTROL

failure-policy=ignore

extended-mapin-space=on

shutdown-group=7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spconfig config-name

■ format
명령의 형식을지정합니다.여기서를 domain을지정합니다.

■ ldom
대상 논리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논리도메인 ldom1에대해종료그룹 7이설정되고설정이확인됩니다.
마지막라인에는종료그룹이 7임이나타나있습니다.

종료 그룹의설정은논리도메인구성정보에포함됩니다.따라서종료그룹의설정을
변경하는경우 ldm add-spconfig명령을사용하여내용을 XSCF에저장해야합니다.

4.7 구성 정보저장
논리 도메인의구성작업이끝나면논리도메인구성정보(종료그룹사양을포함)를
XSCF에저장합니다.이전단계에서설정한구성정보를저장하지않고논리도메인을
다시시작하면구성정보가손실될수있으며논리도메인이설정전의이전구성정보

에기반하여다시시작됩니다.

ldm add-spconfig명령을사용하여논리도메인구성정보를저장합니다.

ldm add-spconfig명령

논리 도메인의구성정보를업데이트하려면 ldm add-spconfig명령을사용합니다.

■ config-name
구성의 이름을지정합니다.

공장 출고시의기본값(구성이름: factory-default)을제외하고최대 7개세트의구성
정보를 XSCF에저장할수있습니다.마지막으로저장되는구성정보는다음시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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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add-spconfig config1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howdomainconfig -p ppar_id

표 4-5 showdomainconfig명령에대한표시항목

표시 항목 설명

Index XSCF내구성정보의컨트롤번호

PPAR-ID 물리 분할번호

Booting config(Current) 현재 실행중인물리분할에사용되는구성의이름

Booting config(Next) 물리 분할의다음시작에사용되는구성의이름

config_name 구성의 이름

date_created 구성의 생성날짜및시간

domains 구성 정보에포함된논리도메인의수

XSCF> showdomainconfig -p 0

PPAR-ID :0

Booting config

(Current) :ldm-set1

(Next) :ldm-set2

----------------------------------------------------------------

Index :1

config_name :factory-default

domains :1

date_created:-

----------------------------------------------------------------

Index :2

config_name :ldm-set1

사용되는기본값이됩니다.

다음 예에서는구성정보가 config1의이름으로저장됩니다.

showdomainconfig명령

구성 정보를표시하려면 showdomainconfig(8)명령을사용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을지정합니다.

표 4-5에는 showdomainconfig명령에대한표시항목이나열되어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물리분할 0의구성정보세트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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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s :8

date_created:'2012-08-08 11:34:56'

----------------------------------------------------------------

Index :3

config_name :ldm-set2

domains :20

date_created:'2012-08-09 오후 12:43:56'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etdomainconfig -p ppar_id -i index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list-spconfig

ldm-set1 [current]

ldm-set2

factory-default

setdomainconfig명령

setdomainconfig(8)명령을사용하여물리분할구성정보를지정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을지정합니다.

■ -i index옵션
구성 정보의컨트롤번호를지정합니다. Showdomainconfig(8)명령을사용하여컨
트롤번호를확인할수있습니다.가능한값은 1 ~ 8의정수입니다.

ldm list-spconfig명령

ldm list-spconfig명령을사용하여제어도메인에서저장된구성정보를표시합니다.
다음예에서는물리분할 0의제어도메인에서 ldm list-spconfig명령이실행되어구성
정보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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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물리분할에서시스템보드를삭제하려면먼저논리도메인을재구성해야합니다.

5장

도메인 재구성흐름

이 장에는도메인재구성흐름이설명되어있습니다.도메인재구성은도메인에할당되
는하드웨어자원의구성을변경하는것입니다.

2단계재구성

SPARC M10시스템의경우도메인은 2개단계로구성됩니다.물리분할및논리도메
인.따라서도메인의하드웨어자원을재구성하려면다음 2개작업이필요합니다.
■ 물리 분할재구성

시스템 보드를물리분할에추가또는물리분할에서삭제하여물리분할을재구성

합니다.이를위해 XSCF펌웨어명령을사용합니다.자세한내용은 "8장물리분할
재구성"을참조하십시오.

■ 논리 도메인재구성

재구성된 물리분할의하드웨어자원을논리도메인으로재할당합니다.이작업에
서 Oracle VM Server for SPARC용도의관리소프트웨어프로그램인논리도메인
관리자의 ldm(1M)명령을사용합니다.자세한내용은 "6장논리도메인구성요소재
구성"을참조하십시오.

재구성관련고려사항

도메인을 재구성할때다음사항에유의해야합니다.
■ 논리 도메인구성저장

논리 도메인의재구성후내용을 XSCF에저장합니다.그렇지않을경우다시시작될
때논리도메인이이전상태로돌아갑니다.

재구성흐름

그림 5-1에는도메인의자원재구성절차가나타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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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CF 

XSCF

그림 5-1 도메인재구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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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논리 도메인구성요소재구성

이 장에는논리도메인재구성절차가설명되어있습니다.논리도메인재구성은논리
도메인에할당되는하드웨어자원의구성을변경하는것입니다.

■ 개요

■ 재구성 흐름

■ 재구성 관련고려사항

■ 도메인 구성정보전환/삭제

■ 지연 재구성모드로전환

■ CPU재구성/확인

■ 메모리 재구성/확인

■ I/O장치재구성/확인

6.1 개요
이 절에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의재구성기능을활용하여논리도메인의하
드웨어자원을재구성할때이해해야하는항목이설명되어있습니다.

6.1.1 대상 구성요소

논리 도메인에서재구성가능한하드웨어자원은다음과같습니다.
■ 가상 CPU

CPU는가상 CPU(스레드)단위로재구성할수있습니다.하지만가상 CPU는대개
성능을고려하여코어단위로재구성합니다.

■ 가상 메모리

메모리는 256MB단위로재구성할수있습니다.

■ 가상 I/O
I/O는가상 I/O단위로재구성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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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도메인에할당된하드웨어자원을재구성하는경우지연재구성모드로전환합니

다.그런다음제어도메인을다시시작하고재구성설정을적용합니다.게스트도메인
에할당되는하드웨어자원을재구성하는경우게스트도메인을다시시작하지않아도

됩니다.하지만가상디스크또는가상네트워크를삭제하는경우다음작업을수행해야
합니다.
■ 가상 디스크삭제

가상 디스크를분리한후삭제합니다.

■ 가상 네트워크삭제

가상 네트워크의인터페이스를연결취소한후가상네트워크를삭제합니다.

게스트 도메인의하드웨어자원을동적으로이동하려면 drd데몬이관련게스트도메
인에서작동되어야합니다.

6.1.2 재구성 방법

다음 2개방법을사용하여논리도메인에할당되는하드웨어자원을재구성할수있습
니다.
■ 동적 재구성(DR)
동적 재구성에서는논리도메인이실행되는동안하드웨어자원을추가/삭제할수
있습니다.동적재구성은다음자원을지원합니다.하지만동적재구성은물리 I/O장
치는지원하지않습니다.

- 가상 CPU

- 가상 I/O장치

- 가상메모리

■ 지연 재구성

동적 재구성에서는설정작업의내용이즉시적용됩니다.반면,지연재구성에서는
논리도메인이다시시작될때설정작업의내용이적용됩니다.

6.2 재구성 흐름
이 절에는논리도메인재구성흐름이설명되어있습니다.그림 6-1에는전체재구성절
차가나타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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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CF XSCF

제어 도메인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XSCF

그림 6-1 논리도메인재구성흐름

6.3 재구성 관련고려사항
이 절에는논리도메인에할당되는하드웨어자원을재구성할때고려사항이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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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환경 관련고려사항

논리 도메인에할당되는하드웨어자원을재구성할때대상환경과관련된다음사항에

유의해야합니다.
■ 논리 도메인 DR데몬의작동

■ CPU코어활성화키할당

논리도메인 DR데몬의작동

동적 재구성으로논리도메인에할당되는하드웨어자원을재구성할때논리도메인을

관리하는제어도메인에서논리도메인 DR데몬(drd)이작동되어야합니다. Drd데몬
의자세한내용은 Oracle VM Server for SPARC의 drd(1M)와관련된설명서를참조하
십시오.

CPU코어활성화키할당

재구성에 의해할당되는 CPU는 CPU코어활성화키가사전에사용할수있어야합니
다. CPU코어활성화키에기반한자원활용의자세한내용은 "3.5 CPU코어활성화키
의할당/확인"을참조하십시오.

6.3.2 작동 관련고려사항

논리 도메인에할당되는하드웨어자원을재구성할때작동과관련된다음사항에유의

해야합니다.
■ 도메인 구성정보저장

■ 장치측 준비

■ CPU의할당단위

도메인구성정보저장

재구성과 관련된작업을수행하기전에논리도메인의구성정보를저장합니다.재구성
작업을마친후에는구성정보를다시저장합니다.재구성작업을수행하기전에구성
정보를저장하면실패없이재구성전의상태로논리도메인을복귀시킬수있습니다.

장치측준비

가상 I/O장치의가상네트워크와가상디스크를재구성할때다음작업을사전에수행
합니다.
■ 가상 디스크를분리합니다.

■ 가상 네트워크의인터페이스를연결취소합니다.

CPU의할당단위

대개 CPU는코어단위로재구성됩니다. CPU를스레드단위로도재구성할수있지만
할당된스레드가 2개코어에연결될때성능이저하됩니다.자세한내용은 "4.2.2작동
관련고려사항"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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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set-spconfig config-name

6.3.3 지연 재구성관련고려사항

지연 재구성으로논리도메인에할당되는하드웨어자원을재구성할때다음사항에유

의해야합니다.
■ 지연 재구성이제어도메인에만적용됨

■ 지연 재구성의제한

■ 지연 재구성의취소

지연재구성이제어도메인에만적용됨

지연 재구성으로작동이가능한논리도메인은제어도메인뿐입니다.지연재구성으로
제어도메인에할당되는하드웨어자원을재구성할때기타모든재구성의관련제어도

메인요청은대상제어도메인이다시시작될때까지연기됩니다.

지연재구성의제한

하드웨어 자원을제어도메인으로재구성하도록지연재구성모드를설정하면하드웨

어자원을게스트도메인으로재구성할수없습니다.제어도메인에서재구성작업을마
친후게스트도메인에서재구성작업을수행합니다.

지연재구성의취소

ldm cancel-operation reconf명령을사용하여지연재구성으로제어도메인에서의작
동을취소합니다.자세한내용은 ldm(1M)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6.4 도메인 구성정보전환/삭제
이 절에는논리도메인구성정보의전환및삭제방법이설명되어있습니다.

ldm set-spconfig명령을사용하여논리도메인구성정보를전환합니다. ldm remove-
spconfig명령을사용하여논리도메인구성정보를삭제합니다.

ldm set-spconfig명령

ldm set-spconfig명령을사용하여논리도메인구성정보를전환합니다.

■ config-name
구성의 이름을지정합니다.다음시작시에논리도메인이이논리도메인구성정보
에기반하여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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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remove-spconfig config-name

# ldm start-reconf primary

# ldm list-bindings primary

NAME STATE FLAGS CONS VCPU MEMORY UTIL UPTIME

primary active -ndcv- SP 8 2G 0.1% 2h 16m

# ldm stop-domain -a

----------------------------------------------------------------

Notice: LDom primary is in the process of a delayed

reconfiguration.

Any changes made to primary will only take effect after it

reboots.

ldm remove-spconfig명령

ldm remove-spconfig명령을사용하여 XSCF에서논리도메인구성정보를삭제합니
다.

■ config-name
구성의 이름을지정합니다.논리도메인구성정보가삭제됩니다.

6.5 지연 재구성모드로전환
이 절에는지연재구성모드로전환하는방법과자원설정후제어도메인을다시시작

하는방법이설명되어있습니다.

제어 도메인에할당되는하드웨어자원을재구성하는경우지연재구성모드로전환한

후에작업을수행합니다.이는동적재구성으로재구성을수행할때가상메모리의재구
성에시간이걸릴수도있기때문입니다. ldm start-reconf명령을실행하여지연재구성
모드로전환합니다.

다음 예에서는제어도메인 primary가지연재구성모드로전환됩니다.

ldm list-binding명령을사용하여모드가지연재구성인지확인합니다.다음예에서는
ldm list-binding명령의실행결과로서 [FLAGS]열에서값 "-ndcv-"의헤드로부터세
번째문자가지연재구성모드를나타내는 "d"가됩니다.

지연 재구성모드로전환한후에는 ldm명령으로게스트도메인을작동할수없습니
다.다음예에는게스트도메인의정지실패가나타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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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ayed reconfiguration of LDom ldom1 is not permitted

# shutdown -y -g0 -i6

표 6-1 CPU재구성명령

명령 작동

ldm add-vcpu명령 가상 CPU를논리도메인에추가합니다.

ldm set-vcpu명령 논리 도메인에할당되는가상 CPU를설정합니다.

ldm remove-cpu명령 논리 도메인에서가상 CPU를삭제합니다.

ldm add-core명령 CPU코어를논리도메인에추가합니다.

ldm set-core명령 CPU코어를논리도메인으로설정합니다.

ldm remove-core명령 논리 도메인에서 CPU코어를삭제합니다.

ldm list-devices명령 전원 공급이관리되는 CPU를나열합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vcpu number ldom

# ldm set-vcpu number ldom

# ldm remove-vcpu number ldom

지연 재구성모드에서제어도메인으로의하드웨어자원재구성작업을완료한후

Oracle Solaris의 shutdown(1M)명령을실행하고제어도메인을다시시작합니다.다
음예에서는명령에따라확인(-y)없이제어도메인(-i6)이바로(-g0)다시시작됩니다.

6.6 CPU재구성/확인
표 6-1에는 CPU구성을논리도메인으로변경할때사용되는명령이나열되어있습니
다.

ldm add-vcpu, ldm set-vcpu및 ldm remove-vcpu명령

가상 CPU를논리도메인에추가,논리도메인에대해설정,논리도메인에서삭제하려
면 ldm add-vcpu명령(추가), ldm set-vcpu명령(설정)또는 ldm remove-vcpu명령(삭
제)을사용합니다. add-core, set-core또는 remove-core명령을사용하여가상 CPU를
추가/설정/삭제하는것이좋습니다.

■ number
가상 CPU(스레드)수를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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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add-vcpu 1 primary

----------------------------------------------------------------

Notice: The primary domain is in the process of a delayed reconf

iguration.

Any changes made to the primary domain will only take effect aft

er it reboots.

----------------------------------------------------------------

# ldm remove-vcpu 1 primary

----------------------------------------------------------------

Notice: The primary domain is in the process of a delayed reconf

iguration.

Any changes made to the primary domain will only take effect aft

er it reboots.

----------------------------------------------------------------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core number ldom

# ldm add-core cid=id [,id [,...]] ldom

# ldm set-core number ldom

# ldm set-core cid=id [,id [,...]] ldom

# ldm remove-core number ldom

# ldm remove-core cid=id [,id [,...]] ldom

노트 - Cid를지정하여 CPU코어를추가/설정하는경우동적재구성을통한구성변경이불가
능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제어도메인의이름은 "primary"로고정됩니다.

다음 예에서는 1개가상 CPU가제어도메인에추가됩니다.

다음 예에서는 1개가상 CPU가제어도메인에서제거됩니다.

ldm add-core, ldm set-core및 ldm remove-core명령

가상 CPU를코어단위로논리도메인에추가,논리도메인에대해설정,논리도메인에
서삭제하려면 ldm add-core명령(추가), ldm set-core명령(설정)또는 ldm remove-
core명령(삭제)을사용합니다.

■ number
추가할 CPU코어수를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을지정합니다.

■ cid=id [,id [,...]]
추가할 CPU코어의 ID를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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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add-core 1 primary

# ldm remove-core 1 primary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list-devices [-S] -a cpu

표 6-2 ldm list-devices명령에대한표시항목

표시 항목 표시 내용 의미

PID 0 이상의정수 가상 CPU수

%FREE 0 ~ 100의숫자값 % 사용되지않음

PM

yes CPU의전원공급이관리됨

no CPU전원이공급됨

--- 100%사용되지않은 CPU(기본적으로전원공급이
관리됨)

STATUS(*) ok CPU가정상상태임

fail CPU오류가발생함

*: STATUS는 -S옵션이지정될때표시됩니다.

# ldm list-devices -S -a cpu

VCPU

PID %FREE PM STATUS

0 0 no ok

1 0 yes ok

2 0 yes ok

다음 예에서는 1개코어의 CPU가제어도메인에추가됩니다.

다음 예에서는 1개코어의 CPU가제어도메인에서삭제됩니다.

ldm list-devices명령

ldm list-devices명령을사용하여전원공급이관리되는 CPU를나열합니다.

■ -S 옵션
장치의 상태를표시합니다.

■ -a cpu
CPU정보를표시합니다.

표 6-2에는이명령에대한표시항목의의미가나열되어있습니다.

다음 예에는 8개가상 CPU의상태가나타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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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yes ok

4 100 --- ok

5 100 --- ok

6 100 --- ok

7 100 --- ok

표 6-3 가상메모리의구성변경명령

명령 작동

ldm add-memory명령 가상 메모리를논리도메인에추가합니다.

ldm set-memory명령 논리 도메인에할당되는가상메모리를설정합니다.

ldm remove-memory명령 논리 도메인에서가상메모리를삭제합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memory [--auto-adj] size[unit] ldom

# ldm set-memory [--auto-adj] size[unit] ldom

# ldm remove-memory [--auto-adj] size[unit] ldom

6.7 메모리 재구성/확인
표 6-3에는메모리구성을논리도메인으로변경할때사용되는명령이나열되어있습
니다.

ldm add-memory, ldm set-memory및 ldm remove-memory명령

가상 메모리를논리도메인에추가,논리도메인에대해설정,논리도메인에서삭제하
려면 ldm add-memory명령(추가), ldm set-memory명령(설정)또는 ldm
remove-memory명령(삭제)을사용합니다.

■ --auto-adj옵션
메모리 크기를 256MB의경계로조절합니다.

■ size
메모리 크기를지정합니다.

■ unit
크기 단위를지정합니다.지정가능한단위는 G(기가바이트), M(메가바이트)및 K(
킬로바이트)뿐입니다.이는대소문자를구분하지않습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1GB의가상메모리가추가됩니다.

SPARC M10시스템도메인구성안내서 ･ 2012년12월72



# ldm add-memory 1g primary

----------------------------------------------------------------

Notice: The primary domain is in the process of a delayed

reconfiguration.

Any changes made to the primary domain will only take effect

after it reboots.

----------------------------------------------------------------

# ldm remove-memory 1g primary

----------------------------------------------------------------

Notice: The primary domain is in the process of a delayed

reconfiguration.

Any changes made to the primary domain will only take effect

after it reboots.

----------------------------------------------------------------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vdsdev backend volume@service

다음 예에서는 1GB의가상메모리가삭제됩니다.

6.8 I/O장치재구성/확인
이 절에는 I/O장치의구성변경방법이설명되어있습니다.

I/O장치의예로서가상디스크와가상네트워크가사용됩니다.가상디스크서버
primary-vds0과가상스위치서비스 primary-vsw0이이미생성된것으로가정합니다.
생성방법은 "4.3.2기본서비스설정"을참조하십시오.

6.8.1 가상 디스크추가

가상 디스크를게스트도메인에추가하는경우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1. ldm add-vdsdev명령을실행하여볼륨을가상디스크서버에추가합니다.

2. ldm add-vdisk명령을실행하여가상디스크로서추가된볼륨을게스트도메인에
추가합니다.

3. 게스트 도메인에서 devfsadm(1M)명령을실행하여장치를재구성합니다.

ldm add-vdsdev명령

ldm add-vdsdev명령을사용하여볼륨을가상디스크서버에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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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file 100g /ldoms/domain/test/fdisk1

# ldm add-vdsdev /ldoms/domain/test/fdisk1 vol2@primary-vds0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vdisk disk-name volume-name@service-name ldom

# ldm add-vdisk vdisk1 vol2@primary-vds0 ldom1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Oracle Solaris관련설명서를참
조하십시오.

■ backend
물리 디스크의경로를지정합니다.

■ volume
가상 디스크서버내의고유한볼륨이름을지정합니다.

■ service
가상 디스크서비스의이름을지정합니다.

파일 외에디스크또는디스크슬라이스경로를 backend에지정할수도있습니다.가상
디스크서버의생성방법은 "4.3.2기본서비스설정"을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100GB의파일이생성되어디스크서버 primary-vds0의볼륨으로서추
가됩니다 .

ldm add-vdisk명령

ldm add-vdisk명령을사용하여가상디스크로서가상장치를게스트도메인에추가합
니다.

■ disk-name
가상 디스크의이름을지정합니다.

■ volume-name
연결될 기존가상디스크서버의장치이름을지정합니다.

■ service-name
연결될 기존가상디스크서버의이름을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을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가상디스크서버 primary-vds0에추가된장치 vol2가가상디스크
vdisk1로서게스트도메인 ldom1에추가됩니다.

devfsadm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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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devfsadm

노트 -가상디스크가게스트도메인에장착되어있으면게스트도메인에로그인하고 umount
(1M)명령을사용하여가상디스크를분리하십시오.자세한내용은 Oracle Solaris관련설명서
의 umount(1M)명령을참조하십시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remove-vdisk disk ldom

# ldm remove-vdisk vdisk2 ldom1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장치를 재구성하는경우 devfsadm(1M)명령을사용합니다.가상디스크가할당된게
스트도메인에로그인하고 devfsadm(1M)명령을실행합니다.

devfsadm(1M)명령은모든드라이버를시스템에로드하고최대한많은장치에연결합
니다.그런다음 /devices디렉토리에장치파일을생성하고 /dev디렉토리에논리링크
를생성합니다.자세한내용은 Oracle Solaris관련설명서의 devfsadm(1M)명령을참
조하십시오.

6.8.2 가상 디스크삭제

게스트 도메인에서가상디스크를삭제하는경우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1. 가상 디스크사용을중지합니다.

2. ldm remove-vdisk명령을실행하여게스트도메인에서가상디스크를삭제합니다.

3. ldm remove-vdsdev명령을실행하여가상디스크서버에서볼륨을삭제합니다.

ldm remove-vdisk명령

ldm remove-vdisk명령을사용하여게스트도메인에서가상디스크를삭제합니다.

■ disk
가상 디스크의이름을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가상디스크 vdisk2가게스트도메인 ldom1에서삭제됩니다.

ldm remove-vdsdev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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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remove-vdsdev volume@service

primary# ldm remove-vdsdev vol2@primary-vds0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add-vnet if-name vswitch-name ldom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ldm remove-vdsdev명령을사용하여가상디스크서버에서볼륨을삭제합니다.

■ volume
볼륨의 이름을지정합니다.

■ service
가상 디스크서버의이름을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볼륨 vol2가가상디스크서버 primary-vds0에서삭제됩니다.

6.8.3 가상 네트워크추가

ldm add-vnet명령을사용하여가상네트워크장치를게스트도메인에추가합니다.

ldm add-vnet명령

ldm add-vnet명령을사용하여가상네트워크장치를추가합니다.

■ if-name
인터페이스의이름을지정합니다.이는논리도메인에서고유해야합니다.

■ vswitch-name
가상 스위치서비스의이름을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6.8.4 가상 네트워크삭제

ldm remove-vnet명령을사용하여게스트도메인에서가상네트워크장치를삭제합니
다.

ldm remove-vnet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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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m remove-vnet if-name ldom

ldm remove-vnet명령을사용하여가상네트워크장치를삭제합니다.

■ if-name
인터페이스의이름을지정합니다.

■ ldom
논리 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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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게스트 도메인마이그레이션

이 장에는라이브마이그레이션기능을사용하여게스트도메인을다른물리분할로마

이그레이션하는방법이설명되어있습니다.

■ 개요

■ 게스트 도메인마이그레이션

■ 게스트 도메인마이그레이션의예

7.1 개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기능을사용하면게스트도메인을작동상태로유지하면서도한

물리분할에서다른물리분할로게스트도메인을마이그레이션할수있습니다.다음의
경우라이브마이그레이션기능을사용합니다.
■ 물리 분할간의부하조절

전체 시스템의부하는부하가많이걸리는물리분할에서부하가덜걸리는물리분

할로게스트도메인을마이그레이션하여조절합니다.

■ 게스트 도메인실행중의하드웨어유지관리

시스템 보드가유지관리를위해물리분할에서분리되면물리분할에서실행중인

게스트도메인이다른물리분할로마이그레이션됩니다.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수행되면소스물리분할의논리도메인관리자와대상물리분

할의논리도메인관리자가통신을하여다음프로세스를수행합니다.

1. 대상 물리분할에서구성이소스물리분할의구성과동일한게스트도메인이구성

됩니다.

2. 정보는 소스게스트도메인에서대상게스트도메인으로복사됩니다.소스게스트
도메인의실행이계속됩니다.

3. 복사 프로세스가끝나면소스논리도메인이삭제되고대상논리도메인의실행이

시작됩니다.

논리 도메인은동일한시스템내는물론다른시스템간에서도마이그레이션될수있습

니다.그림 7-1에는동일한시스템내에서의마이그레이션이나타나있고그림 7-2에는
다른시스템간에서의마이그레이션이나타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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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동일한시스템내에서의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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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다른시스템간에서의마이그레이션

7.1.1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요구사항

라이브 마이그레이션기능을사용하려면다음요구사항을충족해야합니다.
■ 소스와 대상에서실행중인논리도메인관리자

Oracle VM Server for SPARC버전 2.1이상이소스와대상에설치되고논리도메인
관리자가실행중이어야합니다.

■ 여유 자원이충분한대상

소스 게스트도메인을갖기에충분한하드웨어자원을대상물리분할에사용할수

있어야합니다.

위 외에많은라이브마이그레이션요구사항이더있습니다.이요구사항은사용버전
의 Oracle VM Server for SPARC관리 안내서를참조하십시오. -n옵션이지정된 ldm
migrate-domain명령을실행하여환경이요구사항을충족하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
요구사항을충족하지않는항목은오류로서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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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사용버전에맞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참조설명서의관련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 ldm migrate-domain [-n] source-ldom target-host[:target-ldom]

# ldm migrate-domain ldom1 target1

7.2 게스트 도메인마이그레이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사용하여게스트도메인을마이그레이션하는경우제어도메

인에로그인하여 ldm migrate-domain명령을실행합니다.

ldm migrate-domain명령

■ -n 옵션
게스트 도메인의마이그레이션이가능한지테스트만수행합니다.실제마이그레이
션은수행하지않습니다.

■ source-ldom
소스 게스트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

■ target-host
대상 물리분할에속하는제어도메인의호스트이름을지정합니다.네트워크에서
유효한호스트이름이되어야합니다.

■ target-ldom
대상 게스트도메인의이름을지정합니다.지정하지않으면소스게스트도메인의
이름과동일한이름이됩니다.

7.3 게스트 도메인마이그레이션의예
이 절에는라이브마이그레이션의특정예가나타나있습니다.이예에서는이름이
ldom1인게스트도메인이호스트이름이 target1인제어도메인의물리분할로마이그
레이션됩니다.

1. 루트 사용자로서제어도메인에로그인합니다.

2. ldm migrate-domain명령을실행하여게스트도메인 ldom1을호스트이름이

target1인제어도메인의물리분할로마이그레이션합니다.

대상 물리분할의제어도메인루트사용자암호를입력하라는요청을받습니다.

3.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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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Password:*******

4. 게스트 도메인의마이그레이션이수행됩니다.

이름이 ldom1인게스트도메인이대상물리분할에서생성되고 ldom1이소스에
서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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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물리 분할재구성

이 장에는물리분할재구성절차가설명되어있습니다.

■ 개요

■ 물리 분할재구성관련고려사항

■ 물리 분할상태의확인

■ 시스템 보드추가

■ 시스템 보드삭제

■ 물리 분할재구성예

8.1 개요
이 절에는물리분할재구성개요가설명되어있습니다.

물리 분할재구성은시스템보드를이미구성된물리분할에추가하거나이물리분할

에서삭제하여물리분할의구성을변경하는것입니다.그림 8-1에는변경전후의이미
지가나타나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분할의전원을차단한후물리분할의재구성과관련된작업을수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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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물리분할재구성은 SPARC M10-4S에서만지원됩니다.

그림 8.1 재구성프로세스전후이미지

물리 분할을재구성하면물리하드웨어구성의변경없이사용중인시스템의논리구

성을변경할수있습니다.

8.1.1 물리 분할재구성의유형

물리 분할재구성의유형은다음과같습니다.
■ 시스템 보드추가

물리 분할의전원을차단하고새시스템보드를물리분할에할당합니다.

■ 시스템 보드삭제

물리 분할의전원을차단하고물리분할에서시스템보드를삭제합니다.

■ PPAR구성변경예약
물리 분할이실행되는동안시스템보드의추가또는삭제를예약합니다.물리분할
의전원을차단했다가다시공급하면시스템보드의예약된추가또는삭제가수행

됩니다.

8.2 물리 분할재구성관련고려사항
이 절에는물리분할의재구성전에알아야할항목이설명되어있습니다.

8.2.1 시스템 구성관련고려사항

물리 분할을재구성하는경우시스템구성과관련된다음사항에유의해야합니다.
■ 빌딩 블록구성의작업필요성

■ 시스템 보드삭제관련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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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상태출력명령

항목 상태 출력명령

물리 분할 showpparstatus명령

논리 도메인 showdomainstatus명령

빌딩블록구성의작업필요성

시스템 보드의추가/삭제에는빌딩블록의설치/제거작업이포함될수있습니다.이때
다음사항에유의합니다.
■ SPARC M10-4S의설치/제거에의한시스템보드의추가/삭제
빌딩 블록구성의설치/제거작업이필요할수도있습니다.이때빌딩블록구성의
초기화작업도포함됩니다.

■ 시스템 보드교체

빌딩 블록구성의초기화는필요하지않습니다.

빌딩 블록구성의설치/제거작업은 SPARC M10 시스템설치 안내서의 "8장빌딩블록
구성에서시스템추가"또는 "9장빌딩블록구성에서시스템제거"를참조하십시오.

시스템보드삭제관련주의사항

시스템 보드를삭제하기전에시스템보드의하드웨어자원을사용하는논리도메인을

정지해야합니다.자세한내용은 "8.5시스템보드삭제"을참조하십시오.

8.2.2 XSCF작동관련고려사항

물리 분할을재구성하는경우 XSCF작동과관련된다음사항에유의해야합니다.
■ 물리 분할구성정보에시스템보드설정

물리분할구성정보에시스템보드설정

시스템 보드를물리분할에추가하려면사전에시스템보드를물리분할구성정보에

설정해야합니다.또한필요에따라구성정책,메모리무효화옵션및 I/O무효화옵션
을지정해야합니다.

8.2.3 재구성 관련상태

표 8-1에는물리분할재구성과관련된상태의출력명령이나열되어있습니다.

물리분할상태

XSCF는물리분할상태를관리합니다.표 8-2에는 showpparstatus명령에의해출력되
는상태가나열되어있습니다.

8장 물리분할재구성 87



표 8-2 물리분할상태

표시 항목 표시 내용 의미

PPAR-ID 0 ~ 15의정수 물리 분할번호

PPAR Status
(PPAR상태)

Powered Off 전원 차단상태

Initialization Phase POST작동상태

Initialization Complete POST완료상태

Running POST 처리가완료된후의작동상태

Hypervisor Aborted 재설정될 때까지하이퍼바이저가중단된동안

의상태

--- 위 이외(PSB가 PPAR에할당되지않은상태)

표 8-3 논리도메인상태

표시 항목 표시 내용 의미

Logical Domain
Name

--- 논리 도메인의호스트이름

Status(현재 논리

도메인의작동

상태)

Host stopped 논리 도메인이정지될때의상태

Solaris booting 논리 도메인의 OS가시작될때의상태

Solaris running 논리 도메인의 OS가작동될때의상태

Solaris halting 논리 도메인의 OS가정지프로세스를수행할때의상태

Solaris powering
down

논리 도메인의 OS가전원차단프로세스를수행할때
의상태

Solaris rebooting 논리 도메인의 OS가다시시작될때의상태

Solaris panicking 논리 도메인의 OS에서패닉이발생할때의상태

Solaris debugging 논리 도메인의 kmdb프롬프트로 Solaris가정지될때
의상태(커널이디버깅중)

OpenBoot
initializing

논리 도메인의 OpenBoot PROM이초기화될때의상태

OpenBoot Running 논리 도메인의 OpenBoot PROM초기화가 ok프롬프

트로완료또는정지될때의상태

OpenBoot Primary
Boot Loader

논리 도메인이 OS로드를담당할때의상태

OpenBoot Running
OS Boot

논리 도메인이 OS로전환될때의상태

XSCF는시스템보드추가/제거,물리분할구성정보에등록및물리분할의전원공급/
차단과같이상황에따라시스템보드의상태를변경합니다.

논리도메인상태

XSCF는논리도메인상태를관리합니다.표 8-3에는 showdomainstatus명령에의해
출력되는논리도메인상태가나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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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논리도메인상태 (계속)

표시 항목 표시 내용 의미

OS Started. No
state support.

SUNW,soft-state-supported CIF가구현되지않고

SUNW,set-trap-table CIF가실행될때의상태

OpenBoot Running
Host Halted

논리 도메인의 OS에서 init 0이실행될때의상태

OpenBoot Exited 논리 도메인의 ok프롬프트에서 reset-all이실행될때
의상태

OpenBoot Host
Received Break

논리 도메인의 OS가 enter service를호출할때의상태

OpenBoot Failed 논리 도메인의 OpenBoot PROM초기화시에오류가

발생함

Unknown 사용자가 옵션으로지정한논리도메인의호스트이

름과일치하는호스트이름을찾을수없을때의알수

없음상태(논리도메인관리자에서 add-spconfig명령
이실행되지않았을때의상태를포함)

--- 위 이외(PSB가 PPAR에할당되지않은상태)

노트 -이명령은다음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platadm, platop,
fieldeng, pparadm, pparmgr, pparop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howpcl [-v]{-a|-p ppar_id }

8.3 물리 분할상태의확인
이 절에는물리분할을재구성하기위한 XSCF쉘명령과사용방법이설명되어있습니
다.

8.3.1 물리 분할구성정보의확인

showpcl명령을사용하여물리분할구성정보를표시합니다. PPAR-ID,물리분할에
할당된시스템보드번호및물리분할상태와같은물리분할구성정보가보기형식으

로표시됩니다.

이 명령은물리분할의상태와구성을확인하는데사용됩니다.

showpcl명령

8장 물리분할재구성 89



표 8-4 showpcl명령에대한표시항목

표시 항목 표시 내용 의미

PPAR-ID 0 ~ 15의정수 물리 분할번호

LSB 0 ~ 15의정수 논리적 시스템보드번호

PSB BB-ID-0 (BB-ID: 00 ~ 15의
정수)

LSB에해당되는시스템보드번호

Status
(POST작동상태)

Powered Off 전원 차단상태

Initialization Phase POST작동상태

Initialization Complete POST완료상태

Running POST 처리가완료된후의작동상태

Hypervisor Aborted 재설정될 때까지하이퍼바이저가중단된동안

의상태

Cfg-policy (*)
(물리 분할구성

정보의구성정

책)

FRU CPU또는메모리와같은부품단위의성능저하

PSB PSB단위의성능저하

System PPAR단위의성능저하

No-Mem (*)
(물리 분할구성

정보의 no-mem
플래그)

True 메모리가 논리도메인의 OS에사용되지않음

False 메모리가 논리도메인의 OS에사용됨

No-IO (*)
(물리 분할구성

정보의 no-io플래

그)

True I/O장치가논리도메인의 OS에사용되지않음

False I/O장치가논리도메인의 OS에사용됨

*1: 이항목은 -v옵션이지정된경우에만표시됩니다.

XSCF> showpcl -p 0

PPAR-ID LSB PSB Status

00 Running

00 00-0

04 01-0

08 02-0

12 03-0

■ -v 옵션
기본 표시외에 [Cfg-policy], [No-Mem]및 [No-IO]열도표시합니다.

■ -a 옵션
모든 물리분할의구성정보를표시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지정된물리분할의물리분할구성정보를표시합니
다.

표 8-4에는 showpcl명령에대한표시항목이나열되어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물리분할 0의물리분할구성정보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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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CF> showpcl -v -p 0

PPAR-ID LSB PSB Status No-Mem No-IO Cfg-policy

00 Running

System

00 -

01 -

02 -

03 -

04 01-0 False False

05 -

06 -

07 -

08 02-0 True False

09 -

10 -

11 -

12 03-0 False True

13 -

14 -

15 -

노트 -이명령은다음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useradm, platadm,
platop, fieldeng, pparadm, pparmgr, pparop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howpparstatus {-a|-p ppar_id}

구성 정책, no-mem, no-io등의세부사항을표시하려면 -v옵션을지정합니다.다음예
에서는물리분할 0의물리분할구성정보과관련된세부사항이표시됩니다.

8.3.2 물리 분할상태의확인

물리 분할상태를표시하려면 showpparstatus명령을사용합니다.

showpparstatus명령

■ -a 옵션
모든 물리분할의상태를표시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지정된물리분할의상태를표시합니다.

표시 상태가표 8-3에나타나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작동중인물리분할 0의상태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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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CF> showpparstatus -p 0

PPAR-ID PPAR Status

00 Running

노트 -이명령은다음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platadm, platop,
fieldeng, pparadm, pparmgr, pparop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howboards [-v] {psb|-a}

표 8-5 시스템보드상태

표시 항목 표시 내용 의미

PSB xx-y
(xx: 00 ~ 15의 정수, y: 0으로

고정됨)

시스템 보드번호

R (*) * PPAR이다시시작되고 PSB가현재 PPAR구
성에장착되거나구성을변경하도록분리될때

의상태

PPAR-ID 0 ~ 15의정수 PSB가할당된 PPAR번호

SP PSB가시스템보드풀상태에있음

Other 사용자 권한이없는 PPAR에 PSB가속할때의
상태

LSB 00 ~ 15의정수 PPAR에사용되는논리적시스템보드번호

8.3.3 시스템 보드상태의확인

시스템 보드상태를표시하려면 showboards명령을사용합니다.

showboards명령

■ -v 옵션
시스템 보드의세부정보를표시합니다.

■ psb
시스템 보드번호를지정합니다.지정된시스템보드의상태를표시합니다.

■ -a 옵션
모든 시스템보드의상태를표시합니다.

표 8-5에는 showboards명령에대한표시항목이나열되어있습니다.

SPARC M10시스템도메인구성안내서 ･ 2012년12월92



표 8-5 시스템보드상태 (계속)

표시 항목 표시 내용 의미

Assignment
(PPAR에할당상
태)

Unavailable PSB가 PPAR에할당되지않고다음상태가운
데하나에있음;시스템보드풀,진단되지않
음,진단진행중또는비정상적인진단(PSB가
장착되지않은때의상태를포함)

Available PSB가시스템보드풀상태에있고진단이정
상적으로완료됨

Assigned PSB가할당됨

Pwr
(시스템 보드의

전원활성화상

태)

N 전원 차단상태

Y 전원 공급상태

Conn
(PPAR 구성에 장착

상태)

N PPAR구성에서 PSB가분리될때의상태

Y PSB가 PPAR구성에장착될때의상태

Conf
(Oracle Solaris에
서의작동상태)

N PSB가 Oracle Solaris OS에의해작동되지않
을때의상태

Y PSB가 Oracle Solaris OS에의해작동될때의
상태

Test
(진단 상태)

Unmount 분리 또는정의되지않은상태

Unknown 진단되지 않은상태

Testing 진단 진행중

Passed 진단이 정상적으로완료된때의상태

Failed 진단에서 이상을감지하고 PSB가작동되지않
을때의상태

Fault
(성능 저하상태)

Normal 정상 상태

Degraded 부품 성능저하시의상태(PSB가작동되지않
음)

Faulted PSB가이상으로인해작동되지않거나통신오
류로인해 PSB가관리되지않을때의상태

*1: 이항목은 -v옵션이지정된경우에만표시됩니다.

XSCF> showboards -a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0-0 00(00)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01-0 SP Unavailable n n n Testing Normal

02-0 Other Assigned y y n Passed Degraded

03-0 SP Unavailable n n n Failed Faulted

다음 예에는모든시스템보드가나타나있습니다.

시스템 보드에대해추가/삭제할예약의상태를표시하려면 -v옵션을지정합니다.다

8장 물리분할재구성 93



XSCF> showboards -v -a

PSB R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

00-0 * 00(00)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01-0 SP Unavailable n n n Testing Normal

02-0 Other Assigned y y n Passed Degraded

03-0 SP Unavailable n n n Failed Faulted

XSCF> showboards -a -c sp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1-0 SP Available n n n Testing Normal

03-0 SP Unavailable n n n Failed Faulted

노트 -이명령은 platadm또는 fieldeng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howfru device location

음예에는장착된모든시스템보드의세부정보가나타나있습니다.

[R]열아래나타난 "*"는예약상태를표시합니다.위예에서시스템보드 00-0이할당되
어삭제가예약됨을알수있습니다.

다음 예에는시스템보드풀상태에있는시스템보드의목록이나타나있습니다.
[PPAR-ID]열의 "SP"는시스템보드풀상태를표시합니다.시스템보드풀상태는시스
템보드가어떠한물리분할에도속하지않는다는의미입니다.

8.3.4 장치 설정정보의확인

장치 설정정보를표시하려면 showfru명령을사용합니다.

showfru명령

■ device
장치 이름으로서 sb(시스템보드)또는 cpu(시스템보드의 CPU)를지정합니다.

■ location
장치 이름이 sb일때 BB-ID-0을지정하고 cpu일때 BB-ID-0-CPU를지정합니다.이
와관련하여 BB-ID의범위는 0 ~ 15이고 CPU의범위는 0 ~ 3입니다.

표 8-6에는 showfru명령에대한표시항목이나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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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showfru명령에대한표시항목

표시 항목 표시 내용 의미

Device
(장치)

sb 시스템 보드(PSB)

cpu CPU

Location
(장치의 장착위치)

Device가 sb인경우

BB-ID-0 (BB-ID: 0 ~ 15의정수)

PSB번호

Device가 cpu인경우

BB-ID-0-x (BB-ID: 0 ~ 15의정
수, x: 0 ~ 3의정수)

CPU번호

Memory Mirror Mode
(메모리 미러모드)

yes 메모리 미러모드

no 비메모리 미러모드

XSCF> showfru sb 01-0

Device Location Memory Mirror Mode

sb 01-0

cpu 01-0-0 yes

cpu 01-0-1 yes

cpu 01-0-2 yes

cpu 01-0-3 yes

XSCF> showfru cpu 01-0-3

Device Location Memory Mirror Mode

sb 01-0

cpu 01-0-3 yes

노트 -이명령은다음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useradm, platadm, platop, fieldeng, pparadm, pparmgr, pparop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showdomainstatus -p ppar_id [-g domainname]

다음 예에는시스템보드의장치설정정보가 BB-ID#01로나타나있습니다.

다음 예에는시스템보드내 CPU#03의장치설정정보가 BB-ID#01로나타나있습니다.

8.3.5 논리 도메인상태의확인

showdomainstatus명령을사용하여논리도메인상태를표시합니다.

showdomainstatus명령

■ -p ppar_id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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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논리도메인상태

표시 항목 표시 내용 의미

Logical Domain
Name

--- 논리 도메인이름

Status(현재 논리

도메인의작동

상태)

Host stopped 논리 도메인이정지될때의상태

Solaris booting 논리 도메인의 OS가시작될때의상태

Solaris running 논리 도메인의 OS가작동될때의상태

Solaris halting 논리 도메인의 OS가정지프로세스를수행할때의상태

Solaris powering
down

논리 도메인의 OS가전원차단프로세스를수행할때
의상태

Solaris rebooting 논리 도메인의 OS가다시시작될때의상태

Solaris panicking 논리 도메인의 OS에서패닉이발생할때의상태

Solaris debugging 논리 도메인의 kmdb프롬프트로 Solaris가정지될때
의상태(커널이디버깅중)

OpenBoot
initializing

논리 도메인의 OpenBoot PROM이초기화될때의상태

OpenBoot Running 논리 도메인의 OpenBoot PROM초기화가 ok프롬프

트로완료또는정지될때의상태

OpenBoot Primary
Boot Loader

논리 도메인이 OS로드를담당할때의상태

OpenBoot Running
OS Boot

논리 도메인이 OS로전환될때의상태

OS Started. No
state support.

SUNW,soft-state-supported CIF가구현되지않고

SUNW,set-trap-table CIF가실행될때의상태

OpenBoot Running
Host Halted

논리 도메인의 OS에서 init 0이실행될때의상태

OpenBoot Exited 논리 도메인의 ok프롬프트에서 reset-all이실행될때
의상태

OpenBoot Host
Received Break

논리 도메인의 OS가 enter service를호출할때의상태

OpenBoot Failed 논리 도메인의 OpenBoot PROM초기화시에오류가

발생함

Unknown 사용자가 옵션으로지정한논리도메인의이름과일

치하는논리도메인을찾을수없을때의알수없음상

태(논리도메인관리자에서 add-spconfig명령이실행
되지않았을때의상태를포함)

--- 위 이외(PSB가 PPAR에할당되지않은상태)

표시되는 물리분할의수를지정합니다.

■ -g domainname옵션
표시되는 논리도메인이름을지정합니다.

표시 상태가표 8-7에나타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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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CF> showdomainstatus -p 0

Logical Domain Name Status

primary Solaris running

guest00 Solaris running

guest01 Solaris booting

guest02 Solaris powering down

guest03 Solaris panicking

guest04 Shutdown Started

guest05 OpenBoot initializing

guest06 OpenBoot Primary Boot Loader

노트 -이명령은 platadm또는 pparadm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addboard -c assign -p ppar_id psb [psb...]

XSCF> addboard -c reserve -p ppar_id psb [psb...]

다음 예에는물리분할 0의모든논리도메인상태가나타나있습니다.

8.4 시스템 보드추가
시스템 보드를물리분할에추가또는추가를예약하려면 addboard명령을사용합니
다.이명령을실행하기전에해당명령을사용하여물리분할상태(showpparstatus명
령)및시스템보드상태(showboards명령)를확인합니다.

addboard명령

■ -c assign옵션
시스템 보드를지정된물리분할에할당합니다.할당된시스템보드는지정된물리
분할에대해예약되며다른물리분할로부터할당될수없습니다.할당후에는분할
을시작할때시스템보드를물리분할에장착합니다.

■ -c reserve옵션
지정된 물리분할에시스템보드할당을예약합니다.동작은 "assign"과동일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

■ psb
시스템 보드번호를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시스템보드 00-0, 01-0, 02-0및 03-0이물리분할 0에할당됩니다. -y옵
션은명령의모든확인요청에 y로응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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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CF> addboard -y -c assign -p 0 00-0 01-0 02-0 03-0

노트 -추가할시스템보드는관련물리분할의물리분할구성정보에사전등록해야합니다.

노트 -이명령은 platadm또는 pparadm권한이있는사용자계정으로실행할수있습니다.
노트 -여기에는주요옵션만나타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SPARC M10시스템 XSCF참조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XSCF> deleteboard -c unassign psb [psb...]

XSCF> deleteboard -c reserve psb [psb...]

XSCF> deleteboard -c unassign 00-0 01-0 02-0 03-0

8.5 시스템 보드삭제
물리 분할에서시스템보드를삭제또는삭제를예약하려면 deleteboard명령을사용
합니다.삭제된시스템보드는어떠한물리분할에도속하지않는시스템보드풀에할
당됩니다.

이 명령을실행하기전에해당명령을사용하여물리분할상태(showpparstatus명령),
시스템보드상태(showboards명령)및시스템보드상의장치사용량상태(showfru명
령)를확인합니다.

deleteboard명령

■ -c unassign옵션
물리 분할에서시스템보드할당을해제하고시스템보드풀에할당합니다.시스템
보드풀에할당된시스템보드는다른물리분할에할당될수있습니다.

■ -c reserve옵션
물리 분할에서시스템보드의할당해제를예약합니다.할당해제가예약되면시스
템보드는지정된물리분할의전원차단시물리분할구성정보에기반하여할당이

해제된후시스템보드풀에할당됩니다.

■ -p ppar_id옵션
물리 분할번호를지정합니다.

■ psb
시스템 보드번호를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시스템보드 00-0, 01-0, 02-0및 03-0이시스템보드풀상태에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시스템보드 00-0, 01-0, 02-0및 03-0의분리가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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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CF> deleteboard -c reserve 00-0 01-0 02-0 03-0

 
00

 
00-0 01-0

 
00-0

 
01-0

XSCF> showpcl -p 0

PPAR-ID LSB PSB Status

00 Powered Off

00 00-0

01 01-0

XSCF> showboards -a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0-0 00(00) Assigned n n n Passed Normal

01-0 SP Available n n n Passed Normal

8.6 물리 분할재구성예
이 절에는물리분할의재구성흐름과자세한예가설명되어있습니다.

8.6.1 시스템 보드추가

다음 예에는시스템보드의추가방법이나타나있습니다.

그림 8-2 추가예

1. XSCF에로그인합니다.

2. showpcl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의전원이차단되었는지확인합니다.

3.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추가할시스템보드의상태또는물리분할구성정

보에등록상태를확인합니다.

다음 예에서는시스템보드 01-0이시스템보드풀상태에있어할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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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 시스템보드설정을변경하려면 setupfru명령을사용하십시오.시스템보드가물리분
할구성정보에등록되지않은경우 setpcl명령을실행하여관련물리분할의물리분할구성정
보에등록하십시오. setupfru명령의자세한내용은 "3.2메모리미러설정/확인"을참조하고

setpcl명령의자세한내용은 "3.3물리분할구성정보의설정/확인"을참조하십시오.

XSCF> addboard -c assign -p 0 01-0

XSCF> showboards 01-0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1-0 00(01) Assigned n n n Passed Normal

XSCF> showpparstatus -p 0

PPAR-ID PPAR Status

00 Running

XSCF> showboards -p 0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0-0 00(00)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01-0 00(01)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4. addboard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를추가합니다.

5.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상태와시스템보드가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물리 분할의전원을공급합니다.

7. showpparstatus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의작동상태를확인합니다.

[PPAR Status]열에 "Running"이표시되면물리분할이올바로작동되고있는것
입니다.

8. showboards명령을사용하여시스템보드상태를확인합니다.

추가된 시스템보드의 [Conn]및 [Conf]열에 "y"가표시되면시스템보드가올바
로추가된것입니다.

8.6.2 시스템 보드삭제

다음 예에는시스템보드의삭제방법이나타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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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CF> showpcl -p 0

PPAR-ID LSB PSB Status

00 Powered Off

00 00-0

01 01-0

XSCF> showboards 01-0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1-0 00(01) Assigned n n n Passed Normal

XSCF> deleteboard -c unassign 01-0

XSCF> showboards -v 01-0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1-0 SP Available n n n Passed Normal

XSCF> showpparstatus -p 0

PPAR-ID PPAR Status

00 Running

그림 8-3 삭제예

1. XSCF에로그인합니다.

2. showpcl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의전원이차단되었는지확인합니다.

3.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삭제할시스템보드의상태를확인합니다.

4. deleteboard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를삭제합니다.

5.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상태와시스템보드가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물리 분할의전원을공급합니다.

7. showpparstatus명령을사용하여물리분할의작동상태를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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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CF> showboards -p 0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0-0 00(00)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01-0 SP Available n n n Passed Normal

 0 0

 
00-0

 
01-0

 
00-0

 
01-0

XSCF> showpcl -p 0

PPAR-ID LSB PSB Status

00 Running

00 00-0

01 01-0

XSCF> showboards -a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0-0 00(00)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01-0 SP Available n n n Passed Normal

[PPAR Status]열에 "Running"이표시되면물리분할이올바로작동되고있는것
입니다.

8.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상태를확인합니다.

"SP"가삭제된시스템보드의 [PPAR-ID]열에표시되고 "n"이 [Conn]및 [Conf]열
에표시되면시스템보드가올바로삭제된것입니다.

8.6.3 시스템 보드의추가예약

다음 예에는시스템보드의추가예약방법이나타나있습니다.

그림 8-4 추가예약예

1. XSCF에로그인합니다.

2. showpcl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의작동상태를확인합니다.

3.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추가할시스템보드의상태또는물리분할구성정

보에등록상태를확인합니다.

다음 예에서는시스템보드 01-0이시스템보드풀상태에있어할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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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 시스템보드설정을변경하려면 setupfru명령을사용하십시오.시스템보드가물리분
할구성정보에등록되지않은경우 setpcl명령을실행하여관련물리분할의물리분할구성정
보에등록하십시오. setupfru명령의자세한내용은 "3.2메모리미러설정/확인"을참조하고

setpcl명령의자세한내용은 "3.3물리분할구성정보의설정/확인"을참조하십시오.

XSCF> addboard -c reserve -p 0 01-0

XSCF> showboards -v 01-0

PSB R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

01-0 * SP Available y n n Passed Normal

XSCF> showpparstatus -p 0

PPAR-ID PPAR Status

00 Running

XSCF> showboards -p 0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0-0 00(00)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01-0 00(01)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4. addboard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의추가를예약합니다.

5. -v 옵션이지정된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상태와시스템보드

의추가가예약되었는지확인합니다.

예약 상태를나타내는 "*"가 [R]열아래표시되면시스템보드의추가가올바로예
약된것입니다.

6. 물리 분할의전원을차단또는다시공급합니다.

이 경우확인절차설명의편의를위해물리분할의전원을공급합니다.

7. showpparstatus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의작동상태를확인합니다.

[PPAR Status]열에 "Running"이표시되면물리분할이올바로작동되고있는것
입니다.

8. showboards명령을사용하여시스템보드상태를확인합니다.

추가된 시스템보드의 [Conn]및 [Conf]열에 "y"가표시되면시스템보드가올바
로추가된것입니다.

8.6.4 시스템 보드의삭제예약

다음 예에는시스템보드의삭제예약방법이나타나있습니다.

8장 물리분할재구성 103



0
 

0

00-0
 

01-0 00-0
 

01-0

XSCF> showpcl -p 0

PPAR-ID LSB PSB Status

00 Running

00 00-0

01 01-0

XSCF> showboards 01-0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1-0 00(01)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XSCF> deleteboard -c reserve 01-0

XSCF> showboards -v 01-0

PSB R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

01-0 * 00(01)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그림 8-5 삭제예약예

1. XSCF에로그인합니다.

2. showpcl명령을실행하여물리분할의작동상태를확인합니다.

3.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삭제할시스템보드의상태를확인합니다.

4. deleteboard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의삭제를예약합니다.

5. -v 옵션이지정된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상태와시스템보드

의삭제가예약되었는지확인합니다.

예약 상태를나타내는 "*"가 [R]열아래표시되면시스템보드의삭제가올바로예
약된것입니다.

6. 물리 분할의전원을차단또는다시공급합니다.

이 경우확인절차설명의편의를위해물리분할의전원을공급합니다.

7. showpparstatus명령을사용하여물리분할의작동상태를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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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CF> showpparstatus -p 0

PPAR-ID PPAR Status

00 Running

XSCF> showboards -p 0

PSB PPAR-ID(LSB) Assignment Pwr Conn Conf Test Fault

---- ------------ ----------- ---- ---- ---- ------- --------

00-0 00(00) Assigned y y y Passed Normal

01-0 SP Available n n n Passed Normal

[PPAR Status]열에 "Running"이표시되면물리분할이올바로작동되고있는것
입니다.

8. showboards명령을실행하여시스템보드상태를확인합니다.

"SP"가삭제된시스템보드의 [PPAR-ID]열에표시되고 "n"이 [Conn]및 [Conf]열
에표시되면시스템보드가올바로삭제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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