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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본 문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 옵션과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에 대한 
사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안전한 조작을 위해서
본 매뉴얼은 본 제품의 사용과 취급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
얼을 잘 읽어 주십시오. 본 매뉴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시와 정보에 따라서 제품을 사
용하십시오. 본 매뉴얼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후지쯔
는 사용자와 주위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제품을 본 매뉴얼에 따라서 사용하십시오.

관련 문서
모든 SPARC Enterprise 시리즈 매뉴얼의 최신 버전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트

http://www.fujitsu.com/sparcenterprise/manual/

일본어 사이트

http://primeserver.fujitsu.com/sparcenterprise/manua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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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제품 참고는 웹 사이트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에 관한 최신 업데이트
를 확인하십시오.

■ Enhanced Support Facility CD-ROM 디스크에 포함된 매뉴얼

■ 원격 유지보수 서비스

■ Solaris 운영체제 관련 매뉴얼

http://docs.sun.com

타이틀 설명 매뉴얼 코드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제품 
안내서

최신 제품 업데이트와 이슈에 
관한 정보

C120-E381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현장 
계획 안내서

삿이트 계획을 위한 서버 사양 C120-H018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시작 
안내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신속하게 가동
하기 위한 문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

C120-E379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설치 
안내서

상세한 랙 장착, 케이블 배선, 전원 
켜기와 구축 정보

C120-E383

SPARC Enterprise T1000 Server Service 
Manual

서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단하는 방법 및 서버의 부품을 
제거하고 교체하는 방법

C120-E384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관리 
안내서

본 서버에 특이한 관리 작업 실행 
방법

C120-E385

Advanced Lights Out Management 
(ALOM) CMT v1.x 안내서

Advanced Lights Out Manager
(ALOM) 소프트웨어의 사용법

C120-E386

SPARC Enterprise T1000 Server Safety 
and Compliance Guide

본 서버에 관한 안전과 수락 정보 C120-E382

타이틀 매뉴얼 코드

Enhanced Support Facility User's Guide for REMCS C112-B067
vi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개요 안내서 • 200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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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메시지용 규정
본 매뉴얼은 사용자와 주위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 손해를 입지 않도록 경고 메
시지와 사용자에게 유용한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이용
합니다.

경고 – 이것은 사용자가 절차를 올바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사망이나 심각한 인적 부상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주의 – 이것은 사용자가 절차를 올바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미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인
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또한 사용자가 절차를 
올바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제품이나 기타 재산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텍스트내의 경고 메시지
텍스트내의 경고 메시지는 경고문과 함께 경고 레벨을 나타내는 기호로 구성됩니다. 
경고 메시지는 일반 텍스트와 구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고문 전에는 한 줄의 
여백이 들어갑니다.

주의 – 후지쯔가 제공하는 본 제품과 옵션 제품에 관한 다음 작업은 인증받은 서비스 
엔지니어만이 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들 작업을 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들 작업을 
부적절하게 조작하면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옵션의 어댑터와 사용자에게 배달된 포장 풀기
서문 vii



제품 취급

유지보수

경고 – 본 매뉴얼의 특정 작업은 인증받은 서비스 엔지니어만이 행해야 합니다. 사용자
는 이들 작업을 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들 작업을 부적절하게 조작하면 감전, 부상 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구성품의 설치와 제거, 초기 설정

■ 전면, 후면 또는 측면 커버의 제거

■ 옵션의 내부 장치의 장착/장착제거

■ 외부 인터페이스 카드의 삽입 또는 제거

■ 유지보수 및 검사(수선 및 정기 진단과 유지보수)

주의 – 후지쯔가 제공하는 본 제품과 옵션 제품에 관한 다음 작업은 인증받은 서비스 
엔지니어만이 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들 작업을 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들 작업을 
부적절하게 조작하면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옵션의 어댑터와 사용자에게 배달된 포장 풀기

■ 외부 인터페이스 카드의 삽입 또는 제거

리모델링/재구축

주의 – 기기를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개조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분해 검사로 
개조 또는 재생산한 후에 사용하면 사용자 또는 주위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부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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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쯔는 여러분의 비평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본 문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분의 비평과 의견에 대해 감사드릴 것입니다. 
"독자의 비평 폼"을 이용해서 비평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문 ix



독자 평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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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기능

이 장에서는 서버의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서버 기능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공하며 확장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성능의 엔트리 레벨 서버입니다.

■ 수평으로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공간 효율적이고 랙 사용에 최적화된 1U 폼 팩터

■ 향상된 작업 처리량 및 전원 소비 감소를 위해 코어 당 네 개의 스레드를 가진 6개 
또는 8개의 코어를 제공하는 CoolThreads™기술을 가진 UltraSPARC® T1 프로세서
의 칩 다중 스레딩 기술(CMT)

■ 효과적인 통합 및 연결성을 제공하는 4개의 온보드 이더넷 포트

■ SPARC® V9 이진 응용 프로그램 호환성 및 Solaris™ 10 운영체제(Solaris OS)에 
대한 투자 보호. Solaris 10 OS는 Solaris Predictive Self-Healing, Solaris Dynamic 
Tracing 및 UltraSPARC 플랫폼에 대한 지원과 같은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림 1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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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사양 요약

표 1 기능 사양 요약

기능 설명

프로세서 UltraSPARC T1 다중 코어 프로세서 1개(6 또는 8개의 코어)

메모리 다음 유형의 DDR-2, ECC로 이루어진 400MHz DIMMS 중 하나로 
채울 수 있는 8개의 슬롯
• 512MB(최대 4GB)
• 1GB(최대 8GB)
• 2GB(최대 16GB)
• 4GB(최대 32GB)

이더넷 포트 포트 4개, 10/100/1000Mb 자동 협상

내부 하드 드라이브 2 SAS 73GB 2.5인치 폼 팩터 하드 드라이브
또는

1 SATA 80GB 3.5인치 폼 팩터 하드 드라이브

냉각 전원 공급 장치의 시스템 팬 4개 및 팬 1개

PCI 인터페이스*

* 이 표에 설명된 PCI Express 사양은 PCI 카드에 대한 물리적 요구사항을 나열합니다. 추가 지원 기능 또한 
서버에서 PCI 카드가 기능하도록 제공 되어야 합니다(예: 장치 드라이버). 서버에서 카드가 작동하도록 필요한
카드가 제공될 경우 주어진 PCI 카드를 판별하려면 사양과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저 프로파일 카드용 PCI Express(PCI-E) 확장 슬롯 1개(x1, x4 및 x8 
너비 카드 지원)

전원 300와트 전원 공급 장치(PSU) 1개

원격 관리 직렬 포트 및 ALOM CMT 원격 관리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10/100Mb 이더넷 포트가 있는 시스템 제어기입니다.

펌웨어 OpenBoot™ PROM 설정 및 전원 공급 자가 테스트(POST) 지원
원격 관리 관리용 ALOM CMT

암호화 하드웨어 지원 암호화 가속 

운영체제 디스크 0에 Solaris 10 운영체제가 사전 설치됨(하드 드라이브를 시스
템과 함께 구입한 경우)
필요한 패치와 지원되는 Solaris OS 버전에 대한 정보는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제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소프트웨어 90일 시험판 라이센스로된 Java Enterprise System 

기타 이 서버는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지시문 
2002/95/EC.H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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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다중 스레드 다중 코어 프로세서 및 메모리 기술
UltraSPARC T1 다중 코어 프로세서는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의 기반입니다. 
UltraSPARC T1 프로세서는 고도의 스레드 트랜잭션 처리 용으로 최적화된 칩 다중 스
레딩(CMT)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서는 기존의 프로세서 설계보다 
전원을 적게 소비하고 발열량도 적으면서 처리량은 향상시켰습니다.

구입 모델에 따라 프로세서에 6개 또는 8개의 UltraSPARC 코어가 있습니다. 각 코어는 
4개의 스레드를 실행할 수 있는 64비트 실행 파이프라인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코어가 
8개인 프로세서는 활성 스레드를 동시에 최대 32개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L1 캐시, L2 캐시, 메모리 액세스 크로스바, DDR2 메모리 제어기 및 JBus I/O 인터페이
스 같은 추가 프로세서 구성요소(그림 2)도 최적의 성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중히 조
정되었습니다.

그림 2 UltraSPARC T1 다중 코어 프로세서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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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향상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는 sun4v 아키텍처와 다중 코어 다중 스레드된 
UltraSPARC T1 다중 코어 프로세서를 통해 몇 가지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향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페이지 최적화
■ 변환 색인 버퍼(TLB) 누락 감소
■ 최적화된 블록 복사

사전 설치된 Solaris 운영체제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에는 Solaris 10 OS가 사전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Solaris OS 기능을 제공합니다.

■ 발달된 64비트 운영체제의 안정성, 고성능, 확장성 및 정밀성

■ 12,000가지 이상의 선두 기술 및 업무용 응용 프로그램 지원

■ Solaris 컨테이너 - 유연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된 경계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분리함

■ DTrace - 응용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실시간으로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도 동적 추적 프레임워크

■ 예측 자가 치유 - 다수의 하드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 장애를 자동으로 진단, 분리 및 
복구하는 기능

■ 보안 - 여러 수준으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고급 보안 기능

■ 네트워크 성능 - 완전히 다시 작성한 TCP/IP 스택을 통해 네트워크화된 서비스의 
성능 및 확장성을 극적으로 향상함

사전 설치된 Solaris OS를 사용하기 보다 Solaris OS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는 Solaris 10 OS를 사용합니다. 지원되는 
특정 Solaris 릴리스는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제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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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로드된 Java Enterprise System 소프트웨어
서버에는 Java Enterprise System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의 Java 
Enterprise System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90일 무료 평가 라이센스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 Access Manager -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이의 연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일 사인온(SSO)을 제공하여 기업의 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액세스의 관리
를 도와주는 보안 기반

■ Application Server - 서버측 Java 응용 프로그램과 웹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기 
위한 Java 2 Platform, Enterprise Edition(J2EE™ 플랫폼) 1.4 호환 가능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Calendar Server - 사용자가 약속, 이벤트, 작업 및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게 하여 
팀의 공동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웹 기반 도구

■ Cluster 소프트웨어 - 기업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에 고 가용성 제공합니다.

■ Directory Server - 응용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리소스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 프로파
일 및 액세스 권한을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저장소를 제공하여 대용량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을 위한 사용자 관리 인프라

■ Directory Proxy Server - 디렉터리 서버를 위한 방화벽과 유사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nstant Messaging - 표준 기반의 실시간 통신 및 공동 작업 응용 프로그램

■ Message Queue - 표준 기반(JMS) 메시지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 수준의 메시지 서버

■ Messaging Server - 통신 무결성을 보안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고성능의 아주 완전
한 메시지 플랫폼

■ Portal Server - 역할을 사용하는 중앙 집중식 아이덴티티 서비스 및 정책을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는 포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Web Server - 중간 및 대규모의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용으로 설계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쉬운 웹 서버

Java Enterprise System의 혜택을 받으려면 Java Enterprise System Suite 또는 Java 
System Suite 조합용 가입 라이센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 – 특정 Java Enterprise System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은 서버에 설치된 Java 
Enterprise System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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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지원 암호화
UltraSPARC T1 다중 코어 프로세서는 RSA 및 DSA 암호화 동작의 하드웨어 지원 가속
화를 제공합니다. Solaris 10 운영체제도 하드웨어 지원 암호화를 지원하는 다중 스레드 
장치 드라이버(ncp 장치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ALOM CMT를 사용한 원격 관리 효율성
ALOM CMT(Advanced Lights Out Manager) 기능은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어기입니다.

ALOM CMT 소프트웨어는 펌웨어로서 사전 설치되어 있으므로 시스템 전원을 켜면 
즉시 ALOM CMT가 초기화됩니다. 특정 설치에서 작동하도록 ALOM CMT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ALOM CMT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전용 직렬 포트를 사용하여 서버를 모
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ALOM CMT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거나 물리적으
로 액세스할 수 없는 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
다. 또한 원격으로 POST 같은 진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ALOM CMT가 없다면 서버 
직렬 포트에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합니다.

하드웨어 고장, 하드웨어 경고 및 서버 또는 ALOM CMT와 관련된 기타 이벤트에 대한 
전자 우편 경고를 보내도록 ALOM CMT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ALOM CMT 회로 소자
는 서버의 대기 전원을 사용하여 서버와는 별도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서버의 운영체제
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거나 서버의 전원이 꺼지더라도 ALOM CMT 펌웨어와 소프트웨
어는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ALOM CMT는 다음 서버 구성요소를 모니터링합니다.

■ CPU 온도 조건
■ 외장 장치 열 조건
■ 팬 속도 및 상태
■ 전원 공급 장치 상태
■ 전압 조건

구성 및 ALOM 시스템 제어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vanced Lights Out 
Management(ALOM) CMT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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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신뢰성, 가용성 및 보수 용이성
신뢰성, 가용성 및 서비스 용이성(RAS)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작동시키고 시스템을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영향을 주는 시스템 설계적인 사항입니다. 
신뢰성은 시스템이 장애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의 성능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가용성은 시스템이 장애 후 최소한의 영향으로 작동가능
한 상태로 복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용이성은 다음 시스템 장애를 서비스하
는데 시스템이 소요하는 시간과 관련됩니다. 신뢰성, 가용성, 서비스 용이성 모두를 통
해 시스템은 거의 지속적으로 작동됩니다.

높은 수준의 신뢰성, 가용성 및 서비스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해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환경 모니터링
■ 데이터 무결성 향상을 위한 오류 감지 및 수정
■ 대다수 구성요소의 교체를 위한 쉬운 접근성
■ 중복 SAS 하드 드라이브 구성에서 하드 드라이브 미러링(RAID 1) 지원

RAS 기능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환경 모니터링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에는 환경 모니터링 하위 시스템이 있어 서버와 구성요소
를 다음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지나친 고온이나 저온
■ 시스템에서 적절한 공기 순환의 부족
■ 전원 공급 장치 장애
■ 하드웨어 고장

시스템과 내부 구성요소의 주변 온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스템 곳곳에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외장 장치의 온도가 사전 결정된 안전 작동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센서를 통해 관찰된 온도가 온도 하한 임계값 아래로 떨
어지거나 온도 상한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모니터링 하위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전면 
및 후면 패널에 있는 황색 서비스 요청 LED를 켭니다. 이러한 온도 상태가 지속되다가 
위험 임계값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를 시작합니다. ALOM 시스템 
제어기가 고장 난 경우 백업 센서는 강제 하드웨어 종료를 시작하여 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사용됩니다.

오류 및 경고 메시지는 모두 시스템 제어기(SC), 시스템 콘솔로 전송되고 ALOM CMT 
콘솔 로그 파일에 로그됩니다. 서비스 요청된 LED는 문제 진단에 도움이 되도록 자동 
시스템 종료 이후에도 계속 켜져 있습니다.

전원 하위 시스템은 전원 공급을 모니터링하고 전면 및 후면 패널 LED의 고장을 보고
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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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감지되면 오류 메시지가 SC 시스템 콘솔로 전송되고 ALOM 
CMT 콘솔 로그 파일에 로그됩니다. 또한, 각 전원 공급 장치에 있는 LED가 켜지며 장
애를 나타냅니다. 시스템 서비스 요청 LED는 시스템 고장을 나타내기 위해 켜집니다.

오류 수정 및 패리티 검사

UltraSPARC T1 다중 코어 프로세서는 D 캐시 및 I 캐시의 태그 패리티 및 데이터 패리
티를 포함하여 내부 캐시 메모리에서 패리티 보호를 제공합니다. 내부 3MB L2 캐시는 
태그에 패리티 보호가 있고 데이터에는 ECC 보호가 있습니다.

칩킬(Chipkill)이라고 하는 고급 ECC는 모두 동일한 DRAM에 있는 한 니블 바운더리
에서의 오류를 최고 4비트까지 수정합니다. DRAM이 고장난 경우, DIMM은 계속 작동
합니다.

고장 및 예측 자가 치유
이 서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포하기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최신 오류 
관리 기술과 예측적 자가 치유가 가능한 서비스가 탑재되었습니다. 자가 치유 기술을 
사용하면 시스템은 구성요소 장애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다수의 
심각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서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모두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측 자가 치유 기능의 중심에는 Solaris Fault Manager가 있는데, 이것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오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원인이 되는 문제를 자동으로 조용히 진
단하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문제가 진단되면 일련의 에이전트는 이벤트를 자동으로 
로그하며, 필요한 경우 고장이 난 구성요소를 오프라인 상태로 만듭니다. 자동으로 문
제를 진단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장애 또는 주요 하드웨어 구성요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업무에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 및 필수 시스템 서비스는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랙 마운트 가능 외장 장치
서버는 업계의 다양한 표준 랙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절약형 1U 높이 랙 마운트 가능 
외장 장치를 사용합니다.
서버 기능 9



섀시 식별
다음 그림은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3 SPARC Enterprise T1000 서버 전면 및 후면 패널

전원 공급 장치

SC net 관리
표시기

TTYA 직렬
포트

PCI Express

포트

이더넷 포트 (x4)

전원 공급 장치
표시기

표시기

SC 직렬
관리 포트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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