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루틴 관리
작업
HP-UX 11i v3

HP 제품 번호: 5992-4619
2008년 9월 발행
제4판



© Copyright 2008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알림

독점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소유, 사용 또는 복사를 위해서는 HP로부터 유효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FAR 12.211
및 12.212에 따라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및 상업용 품목의 기술 데이터는 공급업체의 표준 상업용 라
이센스에 의거하여 미국 정부에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보증서 이 설명서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P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증은 오직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
는 명시적 보증서만을 근거로 합니다. 이 설명서의 어떤 내용도 추가 보증 제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HP는 이 문서에 포함된 기
술적 오류나 편집상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P 제품에 적용되는 특정 보증서 사본과 교체 부품은 지역 대리점이나 서비스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UNIX®는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등록된 상표이며, The Open Group을 통해 독점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OSF/Motif™는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Open Software Foundation, Inc.의 상표입니다.

X Window System™은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상표입니다.



목차

머리말.......................................................................................................................................13
발행 정보.............................................................................................................................13
표기법..................................................................................................................................13
대상 독자.............................................................................................................................14
설명서 세트 정보.................................................................................................................14
볼륨 정보: 루틴 관리 작업..............................................................................................15

HP-UX 11i 릴리즈 이름 및 릴리즈 ID.................................................................................15
HP-UX 정보 찾기................................................................................................................17

1 소개........................................................................................................................................19
구성 도구.............................................................................................................................19

HP Systems Insight Manager........................................................................................19
HP-UX System Management Homepage(웹 기반).......................................................19
HP-UX System Management Homepage(텍스트 기반)................................................19
HP-UX 명령...................................................................................................................20
HP SIM 및 HP SMH 사용과 HP-UX 명령 사용.............................................................20

System Management Homepage(웹 기반).........................................................................20
HP SMH 웹 클라이언트 시작........................................................................................24
대상 시스템에서 HP SMH 데몬 시작.............................................................................25

System Management Homepage(텍스트 기반)..................................................................25
텍스트 기반 HP SMH 시작............................................................................................30
사용자에게 텍스트 기반 HP SMH에 대한 제한된 액세스 부여.....................................30

2 부팅 및 종료............................................................................................................................33
시스템 부팅.........................................................................................................................33

HP-UX 11i v3의 새로운 대용량 저장소 스택.................................................................33
HP-UX 11i v3 장치 특수 파일...................................................................................34
HP-UX 11i v3 하드웨어 경로....................................................................................34

HP Integrity 서버에서 HP-UX 부팅: 세부 사항 및 변형................................................34
표준 부팅..................................................................................................................35
자동 및 수동 부팅 비교.............................................................................................36
자동 부팅 재정의.................................................................................................37
EFI 셸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시스템 부팅...........................................................37
자동 부팅 지연 조정............................................................................................38
자동 부팅 설정 / 해제..........................................................................................39

대체 부팅 소스에서 부팅..........................................................................................39
대체 부팅 장치에서 부팅.....................................................................................40
대체 커널 파일에서 부팅.....................................................................................40

PRI, HAA 및 ALT 부팅 경로 변경............................................................................42

목차 3



HP-UX setboot 명령을 사용하여 PRI, HAA 및 ALT 부팅 경로 설정:.................42
EFI Boot Manager의 Boot Option Maintenance 메뉴를 사용하여 PRI, HAA 및
ALT 부팅 경로 설정:............................................................................................43

부팅 장치에서 AUTO 파일의 내용 변경.....................................................................43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50
LVM(또는 VxVM) 유지 관리 모드로 부팅................................................................52

HP 9000(PA-RISC) 시스템에서 HP-UX 부팅: 세부 사항 및 변형...................................52
표준 부팅(PA-RISC 시스템)......................................................................................52
자동 및 수동 부팅 비교.............................................................................................54
자동 부팅 재정의.................................................................................................54
자동 부팅 설정 / 해제..........................................................................................54

PRI, HAA 및 ALT 부팅 경로 변경............................................................................56
대체 부팅 소스에서 PA-RISC 시스템 부팅...............................................................58
대체 장치에서 부팅.............................................................................................59
대체 커널에서 부팅.............................................................................................60

자동 실행 파일의 내용 변경......................................................................................61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62
LVM 유지 관리 모드로 부팅.....................................................................................63

빠른 부팅: SpeedyBoot..................................................................................................64
시스템 부팅 검사......................................................................................................66
시스템의 SpeedyBoot 설정 보기..............................................................................67
BCH 메뉴에서 부팅 시 시스템 검사 구성(HP 9000 시스템만 해당).........................69
EFI 셸에서 부팅 시 시스템 검사 구성(HP Integrity 서버만 해당)............................69
부팅된 시스템에서 부팅 시 시스템 검사 구성..........................................................71
setboot를 사용하여 SpeedyBoot 설정 구성..........................................................72

부팅 화면 중단...............................................................................................................74
시작 및 종료 사용자 정의....................................................................................................74
시스템 종료.........................................................................................................................77
시스템 종료 유형............................................................................................................78
일반적인(계획된) 시스템 종료..................................................................................78
전원 공급 중단..........................................................................................................81
불완전 시스템 종료...................................................................................................82
시스템 고장 / HP-UX 장애........................................................................................82
단일 사용자 모드......................................................................................................82

특정 시스템을 종료할 때의 특별한 고려 사항................................................................83
메일 서버..................................................................................................................83
이름 서버..................................................................................................................83
네트워크 게이트웨이................................................................................................83
NFS 파일 서버..........................................................................................................84
NFS 클라이언트........................................................................................................84

가능한 경우 시스템 종료 방지........................................................................................84
OLA/R(PCI 카드의 온라인 추가 및 교체).................................................................85

덤프 장치 구성.....................................................................................................................85

4 목차



3 시스템 관리.............................................................................................................................87
디스크 관리 - 요약 설명서 예..............................................................................................87
볼륨 그룹에 디스크 추가................................................................................................88
논리 볼륨 추가...............................................................................................................89
파일 시스템 만들기........................................................................................................89
미러링과 함께 논리 볼륨 추가........................................................................................90
논리 볼륨 확장...............................................................................................................91
HP SMH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의 논리 볼륨 확장.......................................................92
논리 볼륨 축소...............................................................................................................94
예: VxFS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논리 볼륨의 크기 축소...........................................94
예: HFS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논리 볼륨의 크기 축소.............................................97

논리 볼륨 제거...............................................................................................................99
비엄격한 미러링을 사용하여 기존 논리 볼륨에 미러 추가............................................99
엄격한 미러링을 사용하여 기존 논리 볼륨에 미러 추가..............................................100
논리 볼륨에서 미러 제거..............................................................................................101
논리 볼륨에서 미러된 디스크 교체..............................................................................102
다른 시스템의 논리 볼륨으로 디렉토리 이동...............................................................103

대용량 파일 관리...............................................................................................................106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 만들기...............................................................106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 만들기 예제.......................................................107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 만들기 예제..............................................107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 변경..................................................................107
대용량 파일에 지원되는 명령.......................................................................................108
fsck를 사용하여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 복구........................................108
mount 명령 및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109
대용량 파일에 대한 추가 정보......................................................................................109

FTP 관리............................................................................................................................109
/etc/ftpd/ftpaccess 구성 파일 설정/해제..........................................................110
FTP 구성 파일의 경로 이름 확인..................................................................................110
FTP 사용자 정보 얻기..................................................................................................111
FTP 종료 메시지 만들기...............................................................................................111
FTP 세션 정보 기록......................................................................................................111
FTP 파일 전송 기록......................................................................................................111

/etc/ftpd/ftpaccess 파일의 기록 구성......................................................................112
가상 FTP 지원 설치......................................................................................................112

데이터 백업.......................................................................................................................112
저장 장치 종류 선택.....................................................................................................113
백업/복구 유틸리티 선택..............................................................................................114

HP OpenView Storage Data Protector 선택...........................................................114
HP-UX 백업/복구 유틸리티 선택............................................................................115

백업할 데이터 결정......................................................................................................117
데이터 백업 주기 결정..................................................................................................117
전체 백업 대 증분 백업...........................................................................................118

원격 시스템에서 파일 백업..........................................................................................118

목차 5



fbackup을 사용하여 원격 백업...............................................................................118
NFS 백업.................................................................................................................118
원격 셸을 사용하여 원격 시스템의 테이프 장치에 액세스.....................................118

cpio를 사용하여 원격 백업................................................................................119
tar를 사용하여 원격 백업..................................................................................119

자동화된 백업 일정 설정..............................................................................................119
자동화된 백업 일정 만들기..........................................................................................119
자동화된 백업 일정 표시..............................................................................................120
자동화된 백업 일정 활성화..........................................................................................121
LVM을 사용하는 경우의 백업......................................................................................121
대용량 파일 백업..........................................................................................................121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백업 유틸리티..................................................................121
대용량 파일을 완전하게 지원하지 않는 백업 유틸리티..........................................122
대용량 파일 복원.....................................................................................................122

JFS 스냅샷 파일 시스템 백업........................................................................................122
JFS 스냅샷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백업하는 방법...................................................122

데이터 복원.......................................................................................................................123
복원할 데이터 결정......................................................................................................124
데이터 복원 사전 작업..................................................................................................124
HP-UX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원..........................................................................124

NFS로 마운트된 파일 복원.....................................................................................125
대용량 파일 복원.....................................................................................................125

시스템 고장 복구..........................................................................................................126
디렉토리 백업 및 복구: tar의 요약 설명서.........................................................................126
방법...................................................................................................................................127
실행 중인 HP-UX 운영 체제 버전 확인........................................................................127
시스템 실행 수준 확인..................................................................................................127
cron 작업 예약..............................................................................................................128
작업 그룹에 사용자 추가..............................................................................................128
다중 시스템 액세스.................................................................................................129
원격 작업 디렉토리 공유.........................................................................................129
로컬 및 원격 홈 디렉토리 비교...............................................................................129
여러 시스템에 사용자 추가: 사례 연구....................................................................130
로컬 홈 디렉토리 내보내기.....................................................................................132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HP-UX에서 HP-UX로).............................................................132
리소스 이동..................................................................................................................133
시스템 이동.............................................................................................................133
디렉토리 이동(파일 시스템 내)...............................................................................134

디렉토리 스택 가져오기...............................................................................................134
예약된 중단 시간 동안 작업 진행.................................................................................135
시스템의 디스크 사용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135
대용량 파일 찾기..........................................................................................................136
파일 시스템 특성 조사..................................................................................................136

분산 시스템 그룹 또는 Serviceguard 클러스터 관리.........................................................137

6 목차



주변 장치 추가...................................................................................................................137
HP에서 공급하지 않는 터미널 설정.............................................................................138
터미널 관련 문제 해결..................................................................................................139
응답하지 않는 터미널.............................................................................................140
기타 터미널 문제.....................................................................................................143
불필요한 정보가 유효한 데이터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확인할 사항................144
출력되는 모든 것이 불필요한 정보인 경우 확인할 사항....................................144

4 프린터 관리...........................................................................................................................145
LP 스풀러 관리..................................................................................................................145

LP 스풀러 중지 및 재시작............................................................................................145
인쇄 요청 흐름 제어.....................................................................................................146
프린터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147
프린터 인쇄 임계값 설정..............................................................................................147
프린터의 기본 요청 우선 순위 변경.............................................................................148
추가 프린터 작업 요약..................................................................................................148
일반적인 프린터 문제 해결..........................................................................................149
사용자 및 LP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LP 명령...........................................150

LP 스풀러를 사용하도록 프린터 구성...............................................................................151
LP 스풀러 초기화.........................................................................................................152
LP 스풀러에 로컬 프린터 추가.....................................................................................152
LP 스풀러에 원격 프린터 추가.....................................................................................153
네트워크 기반 프린터 추가..........................................................................................156
프린터 클래스 만들기...................................................................................................156
LP 스풀러에서 프린터 제거.........................................................................................157
프린터 클래스에서 프린터 제거...................................................................................158
프린터 클래스 제거......................................................................................................159

5 소프트웨어 관리....................................................................................................................161
SD-UX(Software Distributor)............................................................................................161

SD-UX 소프트웨어 구조...............................................................................................162
소프트웨어 위치...........................................................................................................163
SD-UX 작업..................................................................................................................163
소프트웨어 추가.....................................................................................................164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설치.................................................................................165

소프트웨어 목록 표시.............................................................................................166
소프트웨어 제거.....................................................................................................167

SD-UX 역할..................................................................................................................167
SPB(Software Package Builder)........................................................................................168
네트워크 호스트 설정(저장소 만들기)..............................................................................169

S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저장소에서 소프트웨어 복사...............................169
DVD에서 소프트웨어 복사..........................................................................................169
테이프에서 소프트웨어 복사........................................................................................170

목차 7



추가 예제......................................................................................................................170
패치 정보...........................................................................................................................170
권장 패치 - 확장 소프트웨어........................................................................................171
확장 소프트웨어 설치.............................................................................................171

패치 제거......................................................................................................................171

6 시스템 성능 관리...................................................................................................................173
성능 병목 현상...................................................................................................................173
지침...................................................................................................................................174
리소스 낭비..................................................................................................................175

성능 측정...........................................................................................................................176
sar 및 iostat를 사용하여 디스크 로드 확인..................................................................176
NFS 서버/클라이언트 블록 크기 확인..........................................................................176
NFS 서버/클라이언트 블록 크기 수정..........................................................................177
비동기 쓰기 확인..........................................................................................................177
nfsstat -rc를 사용하여 서버 과부하 확인......................................................................178
vmstat를 사용하여 메모리 사용량 측정.......................................................................178
netstat -s를 사용하여 소켓 오버플로 확인...................................................................178
netstat -i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과부하 확인................................................................179

변경...................................................................................................................................179
nfsd 데몬 수 증가시키기..............................................................................................179
HFS 파일 시스템 조각 모음..........................................................................................179
JFS 파일 시스템 조각 모음...........................................................................................180

HP SMH를 사용하여 JFS 파일 시스템을 조각 모음하는 방법................................181
fsadm을 사용하여 JFS 파일 시스템을 조각 모음하는 방법.....................................181
매일 조각 모음 수행................................................................................................181

구성 가능한 커널 매개 변수.........................................................................................181
HP SMH를 사용하여 커널 튜너블 매개 변수 구성.................................................182

기타 성능 관리 도구...........................................................................................................182
HP SMH(HP System Management Homepage).........................................................183
top 명령........................................................................................................................183
OpenView 제품............................................................................................................183

GlancePlus 및 GlancePlus Pak...............................................................................184
KRM(Kernel Resource Monitor)..................................................................................184

A 고가용성 전략 사용...............................................................................................................187
디스크 보호 전략으로 소프트웨어 미러링 사용................................................................187
디스크 어레이 사용............................................................................................................188
RAID 데이터 보호 전략을 사용한 디스크 어레이.............................................................188
미러링(RAID 수준 1)....................................................................................................188
장점 및 단점............................................................................................................189
사용이 권장되는 경우 및 성능 고려 사항................................................................189

디스크 스트라이핑(RAID 수준 0)................................................................................189

8 목차



장점 및 단점............................................................................................................189
사용이 권장되는 경우 및 성능 고려 사항................................................................189

RAID 3.........................................................................................................................189
장점 및 단점............................................................................................................189
사용이 권장되는 경우 및 성능 고려 사항................................................................190

RAID 5.........................................................................................................................190
장점 및 단점............................................................................................................190
사용이 권장되는 경우 및 성능 고려 사항................................................................190

HP SureStore E 디스크 어레이..........................................................................................191
핫 스페어 디스크 사용.......................................................................................................191
HASS(High Available Storage Systems) 사용...................................................................191

HASS의 장점 및 단점...................................................................................................191
HASS의 사용이 권장되는 경우....................................................................................192

Serviceguard 사용.............................................................................................................192
Serviceguard의 장점 및 단점.......................................................................................192
Serviceguard 기능........................................................................................................193

Serviceguard 자동 회전 대기..................................................................................193
Serviceguard 롤링 업그레이드...............................................................................193
Serviceguard ATS(Advanced Tape Services).........................................................193

기타 고가용성 제품 및 기능...............................................................................................194
Dynamic Root Disk......................................................................................................194
고가용성 모니터...........................................................................................................194
Enterprise Cluster Master Toolkit...............................................................................194
MetroCluster................................................................................................................194
컨티넨탈 클러스터.......................................................................................................195
HP ServiceControl.......................................................................................................195

색인.........................................................................................................................................197

목차 9



그림 목록
3-1 여러 시스템에 사용자 추가........................................................................................130
5-1 샘플 DVD 인증서.......................................................................................................166
5-2 SD-UX 역할................................................................................................................168

10 그림 목록



표 목록
1 HP-UX 11i 릴리즈........................................................................................................15
2 HP-UX 정보 및 설명서 찾기........................................................................................17
2-1 autoboot 및 autosearch 플래그 설정이 부팅 시퀀스에 미치는 영향............................54
2-2 SpeedyBoot 검사.........................................................................................................66
2-3 SpeedyBoot 상태 테이블 헤더.....................................................................................68
3-1 FTP 구성 파일............................................................................................................110
3-2 미디어 선택 기준........................................................................................................114
3-3 몇몇 HP-UX 백업/복구 유틸리티 비교.......................................................................115
4-1 추가 인쇄 작업...........................................................................................................148
4-2 프린터의 문제 및 해결 방법.......................................................................................149
4-3 LP 스풀러 사용자 명령...............................................................................................150
4-4 LP 관리자 명령...........................................................................................................151
5-1 SD-UX 명령 요약.......................................................................................................164
5-2 작업 예제 및 명령.......................................................................................................166

11



보기 목록
2-1 EFI Boot Manager의 부팅 옵션을 사용하여 자동 부팅 지연 설정...............................39
2-2 EFI 셸의 autoboot 명령을 사용하여 자동 부팅 지연 설정...........................................39
2-3 자동 부팅 설정(EFI 셸의 autoboot 명령 사용).............................................................39
2-4 자동 부팅 해제(EFI 셸의 autoboot 명령 사용).............................................................39
2-5 자동 부팅 설정(실행 중인 HP-UX 시스템에서 setboot 사용)......................................39
2-6 자동 부팅 해제(실행 중인 HP-UX 시스템에서 setboot 사용)......................................39
2-7 “testvmunix”라는 대체 커널 파일에서 부팅...............................................................41
2-8 LVM을 사용하여 현재 부팅 장치의 EFI 디스크 파티션 확인.......................................49
2-9 setboot를 사용하여 Autoboot 플래그 설정..............................................................56
2-10 setboot를 사용하여 Autoboot 플래그 해제..............................................................56
2-11 setboot를 사용하여 Autoboot 플래그 활성화..........................................................56
2-12 setboot를 사용하여 Autosearch 플래그 해제...........................................................56
2-13 BCH를 사용하여 PRI(기본 부팅 경로) 설정.................................................................58
2-14 BCH를 사용하여 HAA(고가용성 대체 부팅 경로) 설정..............................................58
2-15 BCH를 사용하여 ALT(대체 부팅 경로) 설정...............................................................58
2-16 BCH를 사용하여 ALT(대체 부팅 경로) 설정...............................................................58
2-17 ALT 부팅 경로에 지정된 부팅 장치에서 부팅..............................................................60
2-18 하드웨어 주소 0/0/2/0/0.14에 지정된 부팅 장치에서 부팅...........................................60
2-19 경로 레이블 P2에 지정된 부팅 장치에서 부팅.............................................................60
2-20 기본 HP-UX 설치 서버에서 부팅.................................................................................60
2-21 192.nn.xx.yyy의 HP-UX 설치 서버에서 부팅.............................................................60
2-22 HP 9000 시스템에서 단일 사용자 모드로 HP-UX 부팅:..............................................62
2-23 단일 사용자 HP-UX 부팅 예제.....................................................................................63
2-24 시스템의 현재 SpeedyBoot 설정 표시(HP 9000 샘플 출력).........................................68
2-25 시스템의 현재 SpeedyBoot 설정 표시(HP Integrity 서버 샘플 출력)..........................68
2-26 시스템 종료 후 다시 부팅.............................................................................................80
2-27 시스템을 종료하고 대기한 후 다시 부팅......................................................................80
2-28 시스템 종료 후 정지.....................................................................................................80
2-29 단일 사용자 모드로 시스템 종료..................................................................................80
3-1 크기 순으로 정렬된 디렉토리 목록 생성....................................................................136
3-2 지정된 크기보다 큰 파일 찾기....................................................................................136

12 보기 목록



머리말

발행 정보
발행 날짜와 제품 번호로 설명서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설명서가
발행될 때 발행 날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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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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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의 볼륨은 독립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각 볼륨의 최신 버전이 시기별로 다를 수 있으며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각 볼륨의 최신 버전은 http://docs.hp.com/ko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표기법

이 설명서에서는 다음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audit(5) HP-UX 맨페이지입니다. audit는 명령 이름이고 5는 HP-UX

Reference의 절입니다. 웹 및 Instant Information DVD에서
는 맨페이지 자체에 대한 링크일 수 있습니다. HP-UX 명령
줄에서 “man audit” 또는 “man 5 audit”를 입력하면
맨페이지가 표시됩니다. man(1)을 참조하십시오.

Book Title 책 제목입니다. 웹 및 Instant Information DVD에서는 책 자
체에 대한 링크일 수 있습니다.

KeyCap 키보드 키 이름입니다. Return 및 Enter는 모두 같은 키를
나타냅니다.

Emphasis 강조 텍스트입니다.
Emphasis 강한 강조 텍스트입니다.
Term 한정되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나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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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Out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입니다.
UserInput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이나 텍스트입니다.
Command 명령 이름이거나 명령 구문입니다.
Variable 명령이나 함수에서 대체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이거나 가능한

값이 여러 개인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 ] 형식 및 명령 설명에서 선택적인 내용입니다.
{ } 형식 및 명령 설명에서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이 |로 구

분된 목록인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 . 앞에 있는 요소를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목록에서 항목을 구분합니다.

대상 독자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는 HP-UX 릴리즈 11i v3부터 HP-UX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
는 모든 기술 수준의 HP-UX 시스템 관리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설명서 세트의 많은 항목은 이전 릴리즈에 적용되지만 HP-UX 11i v3에서 변경된 사
항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전 릴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및 작업 그룹 관리:
HP-UX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설명서 세트 정보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에서는 HP-UX 11i v3 릴리즈를 기준으로 HP-UX 11i 기반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작업 세트 및 관련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는 다음 볼륨으로 구성된 설명서 세트입니다.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볼륨 목록)
개요 HP-UX 11i 와 그 구성 요소,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합니다.
구성 관리 필요에 따라 HP-UX의 동작을 사용자 정의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

는 하위 시스템 및 시스템 설정이 많이 있습니다. 구성 관리에서는
수행해야 하는 많은 사용자 정의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
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변 장치 추가
□ 시스템 시계와 표준 시간대 설정 및 조정
□ 커널 구성
□ 사용자 및 그룹 구성
□ 네트워크(초기 구성)

논리 볼륨 관리 HP LVM(Logical Volume Manager)을 사용하여 물리 볼륨, 볼륨
그룹 및 논리 볼륨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안 관리 HP-UX 11i의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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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틴 관리 작업 시스템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지속적
인 여러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린터 및 인쇄 스풀러 관리
□ 소프트웨어 관리(HP Software Distributor를 사용하여 응용 프
로그램 설치 및 제거)

□ 시스템 시작 및 종료
□ 소프트웨어 패치 설치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볼륨 정보: 루틴 관리 작업
이 설명서는 HP-UX 11i v3(B.11.31)을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 1장 “소개” (19 페이지)
• 2장 “부팅 및 종료” (33 페이지)
• 3장 “시스템 관리” (87 페이지)
• 4장 “프린터 관리” (145 페이지)
• 5장 “소프트웨어 관리” (161 페이지)
• 6장 “시스템 성능 관리” (173 페이지)
• 부록 A “고가용성 전략 사용” (187 페이지)

HP-UX 11i 릴리즈 이름 및 릴리즈 ID
HP-UX 11i는 종단 간 인터넷 컴퓨팅 환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가용성이 높고 보안
이 뛰어나며 관리하기 쉬운 운영 체제입니다. HP-UX 11i는 기업에서 중요한 업무에 사
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컴퓨팅 환경을 지원합니다. HP-UX 11i는 PA-RISC 시스템과
Intel® Itanium® 기반 시스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HP-UX 11i 릴리즈에는 관련된 릴리즈 이름과 릴리즈 ID가 있습니다. uname 명령에
-r 옵션을 사용하면 릴리즈 ID가 반환됩니다. 표 1에서는 HP-UX 11i에서 사용 가능한
릴리즈를 보여 줍니다.

표 1 HP-UX 11i 릴리즈

지원되는 프로세서 아키텍처릴리즈 이름OS 버전 ID

HP 9000HP-UX 11i v1B.11.11

IntegrityHP-UX 11i v2B.11.23

HP 9000 및 IntegrityHP-UX 11i v2
2004년 9월 업데이트

B.11.23.0409

HP 9000 및 IntegrityHP-UX 11i v3B.11.31

HP 9000 및 IntegrityHP-UX 11i v3, 2007년 9월 업데이트B.11.31.0709

HP-UX 11i 릴리즈 이름 및 릴리즈 ID 15



표 1 HP-UX 11i 릴리즈 (계속)

지원되는 프로세서 아키텍처릴리즈 이름OS 버전 ID

HP 9000 및 IntegrityHP-UX 11i v3, 2008년 3월 업데이트B.11.31.0803

HP 9000 및 IntegrityHP-UX 11i v3, 2008년 9월 업데이트B.11.31.0809

HP-UX의 각 버전에서 지원되는 시스템 및 프로세서 아키텍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
당 HP-UX 버전의 HP-UX 시스템 릴리즈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HP-UX 11.0
릴리즈 노트 또는 HP-UX 11i v3 릴리즈 노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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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UX 정보 찾기
다음 표에는 HP-UX에 대한 기본 시스템 관리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요약되어 있습
니다. 이 표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표 2 HP-UX 정보 및 설명서 찾기

위치 . .참조 문서 . .수행할 작업 . .

• HP Instant Information DVD
• http://docs.hp.com(영문) 및

http://docs.hp.com/ko(한글)
• /usr/share/doc/ 디렉토리
/usr/share/doc 디렉토리에는 사용자의
HP-UX 버전에 해당하는 원본 릴리즈 노트만 들
어 있습니다. 개정된 릴리즈 노트에 대해서는
Instant Information DVD 및
http://docs.hp.com/ko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HP-UX 버전의 HP-UX 시
스템 릴리즈 노트를 참조하십시
오. 예를 들어, HP-UX 11.0 릴리
즈 노트 또는 HP-UX 11i v3 릴리
즈 노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HP-UX 릴리즈의 변경
사항, 운영 환경의 내
용, 펌웨어 요구 사항
및 지원되는 시스템 찾
기

• 미디어 키트(OE와 함께 제공됨)
• HP Instant Information DVD
• http://docs.hp.com(영문) 및

http://docs.hp.com/ko(한글)

• HP-UX를 설치 또는 업데이트
하기 전에

• HP-UX 11i 설치 및 업데이트
설명서

• Software Distributor 관리 설
명서

참고: 해당 버전의 HP-UX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HP-UX 설치 또는 업
데이트

• HP Instant Information DVD
• http://docs.hp.com(영문) 및

http://docs.hp.com/ko(한글)개의 서로
다른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실행됩니다

• “Planning Superdome Configurations”:
http://docs.hp.com/en/1217/
superdome.pdf

•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 nPartition 관리 설명서
• “Planning Superdome

Configurations”(백서)

HP-UX 시스템
관리

HP-UX 정보 찾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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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개
이 장에서는 일상적인 시스템 작업 수행에 사용되는 관리 도구를 소개합니다.

구성 도구
HP-UX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 HP SIM(Systems Insight Manager)을 사용하여 웹을 통해 구성하는 방법 [다중 시
스템 관리]

• 웹 기반 HP SMH를 사용하거나 텍스트 기반 HP SMH[단일 시스템 관리]에서 직접
구성하는 방법

• HP-UX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직접 구성하는 방법 [단일 시스템 관리]

HP Systems Insight Manager
HP SIM(HP Systems Insight Manager)을 사용하면 웹 기반의 여러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HP SIM을 사용하면 타사 Linux 및 Windows 시스템 뿐만 아니라 HP-UX 시
스템, HP Linux 시스템 및 HP Windows®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HP
SIM에서는 HP SMH 인터페이스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
docs.hp.com의 HP Systems Insight Manager 5.2 Installation and User Guide와 기
타 HP SIM 문서를 참조하십시오(“Network and Systems Management” 및 “HP Systems
Insight Manager” 클릭).

HP-UX System Management Homepage(웹 기반)

참고: HP SMH를 사용하여 모든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HP-UX SMH(System Management Homepage)는 HP-UX 시스템을 한 번에 하나씩 관
리하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SAM(System Administration Manager) 기능을 웹
기반 프로세스로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HP-UX 11i v2에서 kcweb, pdweb 및 parmgr
을 각각 사용하여 커널 구성, 주변 장치 및 파티션 관리 등을 웹 기반으로 처리합니다.
HP-UX 11i v3에서는 웹 기반 HP SMH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HP SMH의 사용 예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ystem Management Homepage(웹 기반)” (20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HP SMH는
System Management Homepage 설명서와 smh(1M)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HP-UX System Management Homepage(텍스트 기반)
기본적으로 웹 기반 방식을 사용하지만 텍스트 기반 모드(예: 텍스트 전용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경우)에서도 HP SMH(HP-UX System Management Homepage)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HP SMH의 텍스트 기반 모드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DISPLAY 환경 변수가 정의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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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환경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HP SMH 텍스트 기반 모드는 단순한 터미널 기반 화면을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전
의 화면 기반 및 X-Window 기반 표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ystem
Management Homepage(텍스트 기반)” (2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HP-UX 명령
HP-UX 명령을 사용하면 시스템 구성을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지만 모든 단계를 정확하
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루트 홈 디렉토리를 재구성하는 작업
과 같은 일부 경우에는(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에 있는 “루트 홈 디렉토
리 만들기” 참조) 이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암호 파일에서 암호 외의 데이터를 조정
하는 작업 등과 같은 기타의 경우에는 vipw와 같은 명령을 실행하는 편이 더 쉽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HP-UX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편리한 경우 그 사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이 적은 시스템 관리자는 가능한 한 HP SMH 또는 HP SIM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파일과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되고
명령이 정확하게 실행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P SIM 및 HP SMH 사용과 HP-UX 명령 사용
HP SIM 및 HP SMH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관리 작업을 보다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
니다. HP SIM 및 HP SMH를 사용하면 많은 관리 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거나 최소한으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경우에, 특히 작업을 처음 마스터하는 경우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십시오. 이 설
명서에 설명된 작업 중 일부는 설명하는 두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없으며, 그
런 경우에는 HP-UX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리 작업에는 이 유틸
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 HP SMH에서는 대부분의 작업에 대해 현재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HP-UX 명령이 표시됩니다. 이 명령을 미리 보면 명령줄에서 HP-UX 관리 작업을 수행
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System Management Homepage(웹 기반)
HP SMH(System Management Homepage)는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웹을 통해 로그인하면(“HP SMH 웹 클라이언트 시작” (24 페이지) 참조) 광범
위한 시스템 정보와 시스템 구성의 몇 가지 주요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는 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메뉴 표시줄에서 선택할 수 있는 Tools 페이지에는 HP SMH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모
든 구성 도구가 표시됩니다. 설치한 운영 환경, 설치 선택 사항 및 선택적 추가 소프트웨
어에 따라 Tools 페이지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및 그룹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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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구성
로컬 사용자 구성또는 NIS 사용자 구성
사용자 템플릿 구성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에 있는 "사용자 및 그룹 구
성"을 참조하십시오.
(/usr/sbin/ugweb을 통해서도 액세스 가능)

• 감사 구성
감사 이벤트
시스템 호출 감사
사용자 감사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보안 관리에 있는 “감사 관리”를 참조
하십시오.

• 감사 및 보안 속성 구성(웹 기반)
감사 이벤트
시스템 호출 감사
로컬 사용자
시스템 기본값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보안 관리에 있는 “감사 관리”를 참조
하십시오.

• 인증된 명령(PAM)
계정 인증 구성
암호 인증 구성
세션 인증 구성
사용자 인증 구성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보안 관리에 있는 “PAM을 사용하여 사
용자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 디스크와 파일 시스템
디스크
파일 시스템
논리 볼륨
페이징 공간
볼륨 그룹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 및 VERITAS File System 3.5 (HP OnlineJFS/JFS 3.5) Administrator's
Guide와 The Next Generation Mass Storage Stack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백서는
HP 기술 문서 웹 사이트에 있는 Network and Systems Management 섹션의 Storage
Area Management (http://docs.hp.com/en/
netsys.html#Storage%20Area%20Management) 아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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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sbin/fsweb을 통해서도 액세스 가능)

• 디스플레이

모니터 구성
X 서버 구성

• DSAU(Distributed Systems Administration Utilities)
구성 동기화 구성
통합 로깅 구성
시스템 로그 보기
자세한 내용은 Distributed Systems Administration Utilities 사용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 오류 관리 기술
오류 데이터 쿼리 또는 사용자 정의

• 이벤트 모니터링 서비스(웹 기반)
요청

• Evweb
등록 관리
(/opt/sfm/bin/evweb을 통해서도 액세스 가능)

• IPMI 이벤트 뷰어
이벤트 뷰어

• 커널 구성
경보
모듈
튜너블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에 있는 “커널 구성”을 참조
하십시오.
(/usr/sbin/kcweb을 통해서도 액세스 가능)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구성
자동 포트 통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터널
가상 LAN

• 네트워크 서비스 구성
부팅 가능 장치
DHCPv6
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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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네트워크 서비스
NIS
경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시스템 액세스
시간

• nPartition 관리
컴플렉스 보기 및 관리
원격 컴플렉스 보기 및 관리

• 주변 장치
주변 장치 관리
- OLRAD 카드
- I/O 트리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에 있는 “주변 장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usr/sbin/pdweb을 통해서도 액세스 가능)

• 프린터 관리
프린터 또는 플로터 구성
인쇄 요청 관리
인쇄 스풀러 구성 저장 또는 복원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에 있는 “프린터 구성”을 참
조하십시오.

• 프린터 관리(웹 기반)
프린터 또는 플로터 구성
인쇄 요청 관리
인쇄 스풀러 구성 저장 또는 복원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에 있는 “프린터 구성”을 참
조하십시오.

• 리소스 관리
이벤트 모니터링 서비스

• Serviceguard
Serviceguard Manager
자세한 내용은 Serviceguard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소프트웨어 관리
저장소 소프트웨어 복사
소프트웨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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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소프트웨어 나열
설치된 소프트웨어 나열
저장소 소프트웨어 제거
설치된 소프트웨어 제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OE(운영 환경)가 나오고 HP SMH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늘어나서 HP SMH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 작업이 늘어날 것입
니다.

HP SMH 웹 클라이언트 시작
로컬 시스템에서 X Window 시스템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브라우저 창에서 다음 URL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targetsystem은 관리되는
시스템의 호스트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http://targetsystem:2301/ 웹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Please Wait... You
will be redirected to
the System Management
Homepage

대상 시스템에서 hpsmh 데몬
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데
몬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잠시 기다리면 HP SMH의 로
그인 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유효한 HP SMH 로그인 이름
(예: root)과 암호를 입력합니
다.

https://targetsystem:2381/ 대상 시스템에서 hpsmh
데몬이 실행 중이면 HP

•

SMH의 로그인 웹 페이지
가 표시됩니다. 유효한
HP SMH 로그인 이름(예:
root)과 암호를 입력합
니다.

• 대상 시스템에서 hpsmh
데몬이 시작되지 않은 경
우에는 브라우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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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
다.(Internet Explorer)
Unable to
connect(Firefox)
The document
contains no
data(Mozilla)
위와 같은 경우, 포트를
2301로 바꿔 사용해 보십
시오(위 URL 참고).

대상 시스템에서 HP SMH 데몬 시작
대상 시스템에서 HP SMH 데몬을 시작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opt/hpsmh/bin/hpsmh autostart

URL http://targetsystem:2301/의 경우와 같이 브라우저가 대상 시스템에서 포
트 2301에 대한 액세스를 시도하면 HP SMH 데몬도 시작됩니다.

System Management Homepage(텍스트 기반)
HP SMH(HP-UX System Management Homepage)에서는 시스템 관리를 지원합니다.
HP SMH 관리 영역:
• a - 감사 및 보안

◦ 감사된 이벤트
◦ 감사된 시스템 호출
◦ 감사된 사용자
◦ 시스템 보안 정책
◦ 인증된 명령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보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c - 보안 속성 구성
암호 변경기간 설정, 기본 umask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 s - 시스템 기본값
보안 속성의 시스템 전체 값을 구성합니다.
security(4)를 참조하십시오.

— l - 로컬 사용자
로컬 사용자의 보안 속성의 사용자별 값을 구성합니다(NIS가 구성되지 않은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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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userdb(4)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에 있는 “시스템 및 사용자 보
안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usr/sbin/secweb -t를 통해서도 액세스 가능)

• d - 주변 장치
— o - OLRAD 카드
시스템에 있는 OLRAD 가능 슬롯과 카드를 모두 보고 OL*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페이스 카드 OL* 지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i - I/O 트리
시스템에 있는 장치를 모두 봅니다.

(/usr/sbin/pdweb -t를 통해서도 액세스 가능)

• e - 리소스 관리
— 이벤트 모니터링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Using the Event Monitoring Service를 참조하십시오.
(/opt/sfm/bin/evweb을 통해서도 액세스 가능)

• f - 디스크와 파일 시스템
— f -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 보기 또는 관리

— l - 논리 볼륨
논리 볼륨 보기 또는 관리

— v - 볼륨 그룹
볼륨 그룹 보기 또는 관리

— d - 디스크
디스크 장치 보기 또는 관리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 및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
리 볼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usr/sbin/fsweb을 통해서도 액세스 가능)

• g - 디스플레이
— 모니터 구성
— Xserver 구성

• k - 커널 구성
— t - 튜너블
커널 튜너블 보기 또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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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kctune(1M)을 참조하십시오.

— m - 모듈
커널 모듈 및 드라이버 보기 또는 수정
자세한 내용은 kcmodule(1M)을 참조하십시오.

— a - 경보
커널 튜너블의 경보 보기 또는 수정
자세한 내용은 kcalarm(1M)을 참조하십시오.

— l - 로그 뷰어
커널 튜너블 또는 모듈의 변경 사항 보기
자세한 내용은 kclog(1M)를 참조하십시오.

— u - 사용
커널 튜너블 사용 보기
자세한 내용은 kcusage(1M)를 참조하십시오.

— c- 구성 관리
구성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 보기
자세한 내용은 kconfig(1M)를 참조하십시오.

— b- 이전 부팅 값 복원
튜너블 및 모듈의 이전 부팅 값 복원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에 있는 “커널 구성”을 참조
하십시오.
(/usr/sbin/kcweb -t를 통해서도 액세스 가능)

• l - 프린터 및 플로터(new)
— p - 프린터
— r - 인쇄 요청
— s - 스풀러 구성
— a - 프린터 추가
— c - 일반적인 문제 보기

• m - 이벤트 모니터링 서비스
— q - 요청
— r - 리소스

• n - 네트워킹 및 통신
— s - 네트워크 서비스 구성

◦ b - 부팅 가능 장치
– b - 이 서버에서 DHCP 장치 그룹 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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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 부팅 요청을 원격 서버로 중계하는 장치
– f - 이 서버에서 고정 주소 장치 부팅

◦ v - DHCPv6
c - DHCPv6 서버 구성
s - 기본 DHCPv6 클라이언트 설정 구성
h - DHCPv6 중계 에이전트로 작동하도록 호스트 구성
r - DHCPv6 중계 인터페이스 매핑 구성
p - DHCPv6 주소 풀 구성
d - DHCPv6 클라이언트 Duid 그룹 구성
g - DHCPv6 장치 그룹 구성

◦ d - DNS(BIND)
l - DNS 로컬 이름 서버
r - DNS 확인자

◦ h - 호스트
h - 로컬 호스트 파일

◦ n - NIS
◦ s - 이름 서비스 전환
◦ k - 네트워크 서비스
◦ f -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s - 파일 시스템 공유/공유 해제
a - 자동으로 마운트된 원격 파일 시스템
n - Netgroup
– 로컬 Netgroup

◦ r - 경로
◦ c - 시스템 액세스

i - 인터넷 서비스
r - 원격 로그인

◦ t - 시간
s - 시스템 시계
b - NTP 브로드캐스팅
n - NTP 네트워크 시간 소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에 있는 “네트워킹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NFS Services Administrator's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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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sbin/ncweb -t를 통해서도 액세스 가능)

— i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구성
◦ a - 자동 포트 통합
◦ n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자세한 내용은 HP-UX LAN Administrator's Guide를 참조하십시오.

◦ v - 가상 LAN
자세한 내용은 HP-UX VLAN Administrator's Guide를 참조하십시오.

◦ t - 튜너블
(/usr/sbin/ncweb -t를 통해서도 액세스 가능)

• p - 프린터 및 플로터
— 인쇄 요청
— 프린터 및 플로터
— 스풀러 구성 저장/복원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에 있는 “프린터 구성”을 참
조하십시오.

• s - 소프트웨어 관리
— i - 소프트웨어 설치
— r - 설치된 소프트웨어 제거
— l - 대화형 목록, 설치된 소프트웨어
— s - 빠른 목록, 설치된 소프트웨어
— p - 빠른 목록, 설치된 패치
— c - 저장소 소프트웨어 복사
— m - 저장소 소프트웨어 제거
— d - 대화형 목록, 저장소 소프트웨어
— u - HP-UX 운영 환경 업데이트

• u - 사용자 및 그룹 계정
— l - 로컬 사용자
로컬 사용자 보기 또는 구성(NIS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 g - 그룹
그룹 보기 또는 구성

— t - 템플릿
사용자 템플릿 보기 또는 구성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에 있는 "사용자 및 그룹 구
성"을 참조하십시오.
(/usr/sbin/ugweb -t를 통해서도 액세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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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기반 HP SMH 시작
HP SMH를 실행하려면 수퍼유저이거나 적절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에 있는 “사용자에게 텍스트 기반 HP SMH에 대한 제한
된 액세스 부여” 참조).
일부 HP SMH에서 X Window 시스템을 사용하여 고급 화면을 표시합니다. 해당 화면
을 텍스트 그래픽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X 화면에서는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하여 화면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화면과 메뉴 디스플레이에서는 키보드 컨
트롤을 사용하며 대표적으로 Tab 키, 화살표 키, Enter 키 및 화면에 표시된 특정 문자
키를 사용합니다. Esc키를 누르면 일반적으로 현재 작업이 종료되고 이전 화면으로 이
동합니다 메뉴 디스플레이에서 x키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 X Window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모듈에서는 대체 텍스트 그래
픽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1.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에 설명된 대로 X Window 시스템을 활
성화합니다.

2. -t 옵션을 사용하여 모듈을 실행합니다.
# /usr/sbin/fsweb -t # Disks and File Systems
# /usr/sbin/kcweb -t # Kernel Configuration
# /usr/sbin/ncweb -t # Networking and Communications
# /usr/sbin/pdweb -t # Peripheral Devices
# /usr/sbin/secweb -t # Security Attributes Config
# /usr/sbin/ugweb -t # Accounts for Users and Groups

참고: /usr/sbin/smh에는 -t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X Window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듈에서 대체 텍스트 그래픽
표시를 사용합니다.

• X Window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 기반 HP SMH를 시작하려면
DISPLAY 환경 변수를 설정해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unset DISPLAY ; /usr/sbin/smh )

그러면 HP SMH를 실행하는 동안 DISPLAY 변수 설정이 해제됩니다. HP SMH가
종료되면 DISPLAY 값이 복원됩니다. 괄호와 명령 사이의 세미콜론에 주의하십시
오.
마찬가지로 X Window 인터페이스 없이 모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습니다.
# ( unset DISPLAY ; /usr/sbin/ugweb )

사용자에게 텍스트 기반 HP SMH에 대한 제한된 액세스 부여
시스템 관리자는 수퍼유저가 아닌 사용자에게 사용자 이름을 통해 개별적으로, 또는 기
본 그룹 이름을 통해 집합적으로 텍스트 기반 HP SMH에 대해 제한된 액세스 권한을 부
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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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텍스트 기반의 제한된 HP SMH에서 사용자 및 그룹에 할당된 권한은 웹 기반
HP SMH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제한된 HP SMH를 활성화합니다.
# /usr/sbin/smh -r

2. 사용자 및 그룹별로 텍스트 기반 HP SMH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u 및 g 키를
각각 사용하여 정의된 사용자 및 그룹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하려면 해당 항목을 강조 표시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텍스트 기반 HP SMH 영역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Resource Manager
Disks and File Systems Display
Kernel Configuration
Printers and Plotters
Networking and Communications
Peripheral Devices
Security Attributes Configuration Software Management
Auditing and Security
Accounts for Users and Groups

4.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한 영역을 할당하려면 해당 항목을 강조 표시하고 e 키를 누릅니다.
• 모든 영역을 할당하려면 E 키를 누릅니다.
• 한 영역을 비활성화하려면 해당 항목을 강조 표시하고 d 키를 누릅니다.
• 모든 영역을 비활성화하려면 D 키를 누릅니다.
이런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데 모든 조합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를 누를 때마다 변
경 사항이 표시됩니다.

5.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s 키를 누릅니다.
6.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7.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x 키를 누릅니다.
사용자 권한과 그룹 권한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그룹 권한은 /etc/passwd와 같이 해
당 그룹이 기본 그룹인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개별적으로 권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룹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둘 모두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usr/sbin/smh를 실행하면 텍스트 기반 HP SMH가 실행됩니
다. 정의된 영역에서 수퍼유저 상태가 적용되며 메뉴에는 그런 HP SMH 영역만 표시됩
니다. HP SMH의 다른 모든 영역은 숨김 상태가 됩니다. HP SMH에 대한 특수 액세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smh를 실행하려는 경우 HP SMH를 실행하려면 수퍼유저여야 한
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HP SMH의 제한된 버전을 실행하는 경우 터미널에서 셸로 빠져나갈 수 없으며 목록 메
뉴가 비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HP SMH의 제한된 영역에 대한 수퍼유저 액
세스를 얻는 것이 방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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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팅 및 종료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시스템 부팅” (33 페이지)

— “HP Integrity 서버에서 HP-UX 부팅: 세부 사항 및 변형” (34 페이지)
— “HP 9000(PA-RISC) 시스템에서 HP-UX 부팅: 세부 사항 및 변형” (52 페이지)
— “빠른 부팅: SpeedyBoot” (64 페이지)

• “시작 및 종료 사용자 정의” (74 페이지)
• “시스템 종료” (77 페이지)

— “시스템 종료 유형” (78 페이지)
— “특정 시스템을 종료할 때의 특별한 고려 사항” (83 페이지)
— “가능한 경우 시스템 종료 방지” (84 페이지)

• “덤프 장치 구성” (85 페이지)
시작 및 종료에 대한 개요와 자세한 설명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를 참조하
십시오.

시스템 부팅
HP-UX 운영 체제는 현재 두 개의 서로 다른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실행됩니다.
• HP 9000 시스템 - PA-RISC 프로세서 제품군
• HP Integrity 서버 - Itanium 프로세서 제품군
HP Integrity 서버는 EFI(Extensible Firmware Interface)를 사용합니다. 시스템에서 초
기 펌웨어 검사 결과에 이어 EFI Boot Manager가 표시되면 HP Integrity 서버를 부팅하
는 것입니다.
HP Integrity 서버를 부팅하려는 경우 “HP Integrity 서버에서 HP-UX 부팅: 세부 사항
및 변형” (34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PA-RISC 시스템을 부팅하는 경우 “HP 9000(PA-RISC) 시스템에서 HP-UX 부팅: 세부
사항 및 변형” (5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Partition 및 Virtual Partition의 부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Partition 관리 설명서 및
Installing and Managing HP-UX Virtual Partitions(vpars)를 참조하십시오.

HP-UX 11i v3의 새로운 대용량 저장소 스택
HP-UX 11i v3에서는 대용량 저장 장치의 장치 특수 파일 및 하드웨어 경로의 새로운 표
현을 도입하여 대용량 저장소 스택의 신뢰성, 적응성, 성능 및 확장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xt Generation Mass Storage Stack 백서 참조). 백서는 HP 기술 문서
웹 사이트에 있는 Network and Systems Management 섹션의 Storage Area Management
(http://docs.hp.com/en/netsys.html#Storage%20Area%20Management) 아래에 게시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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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UX 11i v3 장치 특수 파일

HP-UX 11i v3에서는 대용량 저장 장치에 대한 영구 DSF(장치 특수 파일)를 제공합니다.
이전의 HP-UX 릴리즈의 경우처럼 장치에 대한 경로에 바운드되지 않고 해당 LUN의
고유하고 영구적인 식별자인 LUN의 WWID(WorldWide Identifier)에 바운드되는 단일
영구 DSF가 각 LUN에 대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DSF가 장치의 물리적 경로에 독립적으
로 영구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다중 경로 지정이 가능
하기 때문에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투명하게 선택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영구 DSF 이름의 예(/dev/disk/disk13)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영구 DSF는 시스템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유지되며 시스템을 복구
하는 경우에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HP-UX 11i v3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
지되지 않습니다.

HP-UX 11i v3 하드웨어 경로

HP-UX 11i v3에서는 대용량 저장 장치에 lunpath 하드웨어 경로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
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HP-UX 11i v3보다 앞선 버전에서 사용되고 있던 하
드웨어 경로의 기존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lunpath 하드웨어 경로 형식을 사용하면 기존 주소 지정 체계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많
은 대상과 LU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BA까지는 기존 하드웨어 경로와 형식이 동일
하며 LUN에 대해 동일한 경로를 나타냅니다. HBA 이후에는 전송에 따른 대상 주소를
나타내는 추가 요소(Fibre Channel의 대상 포트 World-Wide Name 또는 SCSI의 포트
ID 등)와 64비트 SCSI LUN 주소가 16진수로 출력됩니다.
참고: 이 추가 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경로 요소 크기가 8비트에서 64비트로
커졌습니다.
lunpath 하드웨어 경로 형식을 사용하여 이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부팅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경로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를 참조하
십시오.

HP Integrity 서버에서 HP-UX 부팅: 세부 사항 및 변형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에서는 HP Integrity 서버를 켜거나, 재설정하거나, 다
시 부팅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의 기본 순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
이 부팅 과정을 수동으로 제어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부팅 과정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
니다.
• 일반적으로 부팅하는 장치가 아닌 장치에서 시스템을 부팅해야 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부팅하는 커널 파일이 아닌 커널 파일에서 시스템을 부팅해야 하는 경
우

• 수행 중인 특수 작업이 시스템의 다른 사용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일 사용
자 모드로 시스템을 부팅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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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의 논리 볼륨 또는 볼륨 그룹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LVM 유지 관리 모드
로 시스템을 부팅해야 하는 경우

• HP-UX의 새 릴리즈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
여기에서는 부팅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부팅 과정의 변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의: 
HP-UX의 ACPI 구성은 nPartition이 가능한 HP Integrity 서버에서 “default”이어야 함 
ACPI 구성 값이 “DEFAULT”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HP-UX는 nPartition 가능 시스템에
서 부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nPartition에서 다른 값이 필요한 HP-UX 외의 운영 체
제를 이전에 실행하고 있었으면 “DEFAULT” 이외의 설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ACPI 구성을 검사하려면 EFI 셸 인터페이스에서 acpiconfig 명령을 인수 없
이 입력합니다. acpiconfig 값을 default로 설정하지 않으면 HP-UX를 부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acpiconfig를 다시 구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HP-UX
커널을 시작할 때 장애가 발생하면서 부팅이 중단됩니다.
HP-UX에 대한 ACPI 구성을 설정하려면 EFI 셸 인터페이스에서 acpiconfig default
명령을 입력한 다음 reset 명령을 입력하여 nPartition이 HP-UX에 대한 적절한
(default) 구성으로 다시 부팅되도록 합니다.

표준 부팅

여기에서는 HP Integrity 서버에서 일반적인 HP-UX 부팅 시퀀스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
하는 이벤트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 외부 장치 전원 켜기: 필요한 경우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장치 및 외부 주변 장치

(예: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크 어레이, 테이프 드라이브, 프린터, 터미널, 버스 변환
기)의 전원을 켭니다
장치가 자체 검사를 완료하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2. 시스템(또는 nPartition) 전원 켜기: 컴퓨터 또는 nPartition의 전원을 켜거나 재설
정합니다.
시스템 하드웨어나 부팅 중인 nPartition에 연결된 하드웨어는 일련의 자체 검사를
거쳐 프로세서, 메모리 및 다른 시스템 구성 요소가 제대로 동작 중인지 확인합니다.

3. 부팅 장치 선택: 시스템 또는 부팅 중인 nPartition은 부팅할 커널 파일을 찾아야
합니다. 커널 파일을 찾는 작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부분 부팅 장치에 대한 하드웨어 경로를 확인
두 번째 부분 부팅할 하드웨어 경로에 있는 커널 파일을 확인(4단계 참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경로 변수는 부팅을 시도할 최대 세 개의 부팅 경로를
설정합니다.
PRI PRI(Primary) 부팅 경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부팅 경로입니다.

가장 자주 부팅하는 장치를 가리키도록 이 경로의 값을 설정합니다.
HAA HAA(High-Availability Alternate) 부팅 경로는 기본 부팅 경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시스템 부팅에 사용할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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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ALT(Alternate) 부팅 경로는 테이프 드라이브, 네트워크 기반 부팅 소스
또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대체 부팅 소스에 대한 하드웨어 경로
입니다.

HP Integrity 서버에서 PRI 부팅 경로는 자동 부팅 도중에 사용됩니다. AUTOBOOT
DELAY가 만료되기 전에 부팅 과정을 중단하여 자동 부팅을 수동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부팅 경로(부팅 옵션 목록의 첫 번째 항목)로 자동 부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FI Boot Manager 메뉴에서 부팅 경로를 수동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HP Integrity 서버의 부팅 디스크에는 EFI 파티션이라는 특수한 파티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C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FAT 파일 시스템의 파생물인 EFI 파티션
은 HP-UX를 시작하기 전에 실행할 수 있는 EFI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이러
한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인 EFI Boot Manager가 자동으로 시작된 다음 또다른 EFI
응용 프로그램인 HP-UX 부트 로더 hpux.efi가 시작됩니다.

참고: EFI 파티션을 포함하는 디스크의 디스크 레이아웃 다이어그램과 간략한 설
명을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 볼륨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커널 파일 선택: 부팅 장치를 선택한 후 HP-UX 고유의 부트 로더인 hpux.efi
가 시작됩니다. hpux.efi는 선택한 부팅 장치에 있는 AUTO 파일의 내용을 사용하
여 부팅할 커널 파일을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AUTO 파일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boot vmunix

hpux.efi가 부팅 파일 시스템의 vmunix라는 파일에서 커널을 로드하도록 지시
하고 나중에 /stand 아래의 루트 파일 시스템에 마운트되게 하여 부팅된 커널을
파일 /stand/vmunix로 찾을 수 있게 합니다.

5. HP-UX 운영 체제 로드 및 시작: 그런 다음 hpux.efi는 HP-UX 커널을 열어 메
모리로 로드하고 초기화합니다.

6. HP-UX는 초기화 과정을 거친 다음 일반 작업

자동 및 수동 부팅 비교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팅되는지(정전이나 기타 예기치 않은 부팅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
인 부팅 옵션 제공) 아니면 수동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휘발성 메모리에 있는 autoboot 플래그의 설정
• 선택한 부팅 장치의 EFI 파티션에 AUTO 파일이 있는지 여부
• 시스템의 기본 부팅 장치에서 부팅할지 여부
• 기본 부팅 장치 또는 고가용성 대체 부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기본 부팅 경로는 사용 가능한 장치 중 가장 자주 부팅에 사용하는 장치를
가리킵니다. autoboot 플래그가 활성화되면 미리 설정된 시간 제한이 지난 후, 시스템
은 선택된 부팅 장치로부터 자동으로 부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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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autoboot on autoboot 플래그를 on으로 설정하면 hpux.efi는 부팅
옵션 목록의 항목을 지정된 순서대로 사용하여 부팅을 시
도합니다. hpux.efi는 부팅하는 장치의 EFI 파일 시스템
에서 \EFI\HPUX\AUTO 파일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 AUTO
의 내용을 사용하여 로드할 커널 파일을 찾고 옵션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 사용할 부팅 옵션을 확인한 후 커널을 로
드 및 초기화합니다.
AUTO 파일을 찾지 못하면 hpux.efi 로더에서 부팅 과정
이 중지되고 HPUX>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동으로 HP-UX를 부텅하거나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autoboot off autoboot 플래그를 off로 설정하면 부팅 과정은 EFI Boot
Manager에서 중지되며 사용자가 수동으로 HP-UX를 부
팅하거나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부팅 재정의

시스템 또는 nPartition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있는 autoboot 플래그를 활성화하면 시
스템이나 nPartition은 부팅 지연 후에 자동으로 부팅을 시도합니다. 기본적으로 부팅
지연은 10초로 설정되지만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 부팅을 재정의하려면 자동 부팅 지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페이스바를 누릅니
다. 그러면 시스템이나 nPartition은 자동 부팅을 중지하고 사용자가 EFI Boot Manager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거의 모든 키는 스페이스바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되지만 Enter 키는 즉시 부
팅 시퀀스를 시작하며, 부팅 관리자에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v를 누르면 현재 선택된 부팅 관리자 메뉴 옵션을 한 항목 아래로
이동합니다.

자동 부팅을 재정의하여 수동으로 EFI Boot Manager와 상호 작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사용되는 부팅 장치 이외의 부팅 장치를 지정합니다.
• 자동으로 사용되는 커널 파일 이외의 커널 파일을 지정합니다.
• 시스템의 부팅전 설정을 확인 및 조정합니다.
이 때 EFI Boot Manager의 주 메뉴에서 제공되는 옵션을 사용하여 부팅할 장치를 선택
하거나 EFI 셸과 상호 작용하여 시스템을 부팅할 수 있습니다.

EFI 셸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시스템 부팅

EFI 셸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부팅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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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2 EFI 셸에서 부팅
1. EFI 셸에 액세스합니다.
시스템 콘솔에서 상하 화살표 키로 EFI Boot Manager 메뉴의 “EFI Shell” 항목
을 선택하여 EFI 셸에 액세스합니다.

2. HP-UX 부팅 장치의 EFI 시스템 파티션에 액세스합니다.
map EFI Shell 명령을 사용하여 알려져 있는 매핑된 파일 시스템 (fs0, fs1 등)을
나열합니다.
사용할 파일 시스템을 선택하려면 매핑된 이름 다음에 콜론(:)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fs0으로 매핑되는 부팅 장치를 사용하려면 EFI 셸 프롬프트에 fs0:을 입력
합니다. Enter 키를 눌러 명령을 완료하면 셸 프롬프트는 장치 선택을 반영하도록
변경됩니다(fs0:\>).
map 명령에서 많은 장치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b 옵션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한 화면
씩 출력 결과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3. EFI 셸 명령 프롬프트에 HPUX를 입력하여 현재 선택된 부팅 장치에서 HPUX.EFI
로더를 시작합니다.
필요한 경우 EFI 셸 명령 프롬프트에 \EFI\HPUX\HPUX를 입력하여 로더의 전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HPUX.EFI 로더가 AUTO 파일에 지정된 boot 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boot 명령을 수동으로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HPUX.EFI 로더는 선택한 부팅 장치의 EFI 시스템 파티션에 있는
\EFI\HPUX\AUTO 파일의 로더 명령을 사용하여 부팅합니다. AUTO 파일에는 일반
적으로 boot vmunix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UX.EFI 로더를 이용하려면 로더가 제공하는 시간 제한 내에 부팅 과정을 중단
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로더를 종료하려면 exit 명령을 사용
하여 EFI로 돌아갑니다.

자동 부팅 지연 조정

기본적으로 자동 부팅 지연은 10초로 설정되지만 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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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1 EFI Boot Manager의 부팅 옵션을 사용하여 자동 부팅 지연 설정

1. Boot Manager의 주 메뉴에서 “Boot Option Maintenance Menu”를 선택합니
다.

2. Boot Option Maintenance Menu에서 “Auto Boot TimeOut”을 선택합니다.
3. “Set TimeOut Value”를 선택합니다.
4. 부팅 지연에 사용할 초 단위 시간을 입력합니다(예: 30).

보기 2-2 EFI 셸의 autoboot 명령을 사용하여 자동 부팅 지연 설정

자동 부팅 지연을 30초로 설정하려면 다음 EFI 셸 명령을 사용합니다.
autoboot 30

자동 부팅 설정 / 해제

autoboot 플래그의 값은 여러 방법으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기 2-3 자동 부팅 설정(EFI 셸의 autoboot 명령 사용)

Shell> autoboot on

보기 2-4 자동 부팅 해제(EFI 셸의 autoboot 명령 사용)

Shell> autoboot off

보기 2-5 자동 부팅 설정(실행 중인 HP-UX 시스템에서 setboot 사용)

/usr/sbin/setboot -b on

보기 2-6 자동 부팅 해제(실행 중인 HP-UX 시스템에서 setboot 사용)

/usr/sbin/setboot -b off

대체 부팅 소스에서 부팅

일반적으로 부팅하는 장치가 아닌 장치에서 부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부팅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디스크나 복구 미디어에서 시스템을 부팅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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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부팅 장치에서 부팅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체 장치에서 부팅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팅되도
록 설정된 경우 자동 부팅 지연(시간 제한) 도중에 콘솔 키보드에서 아무 키나 눌러 자동
부팅 시퀀스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 부팅할 대체 장치가 부팅 옵션 메뉴(EFI Boot Manager 주 메뉴)에 나열된 경우 화
살표 키를 사용하여 대체 장치에 대한 항목을 강조 표시하고 키보드에서 Enter 키
를 눌러 해당 장치에서 부팅합니다.

□ 부팅할 대체 장치가 부팅 옵션 메뉴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부팅 옵션 메뉴에서 “EFI Shell [Built-in]”을 선택하여 EFI 셸을 실행
합니다.

2. EFI 셸 프롬프트에서 map을 입력하여 시스템의 부팅 가능한 장치를 나열합니
다.
장치가 나열되면 fs#:(여기서 #는 0, 1, 2, 3 등의 숫자)로 시작하는 항목을 찾
습니다.
map 명령에서 많은 장치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b 옵션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한
화면씩 출력 결과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3. 부팅하려는 장치에 매핑되는 항목을 확인하고 셸 프롬프트에 fs#: 이름을 입
력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장치의 항목이 “fs0:”으로 표시된 경우 셸 프롬프트에 fs0:
을 입력합니다.
Shell> fs0:

이제 fs0: 항목과 연관된 장치가 부팅 장치로 선택되며 EFI 셸 프롬프트는 이
를 반영하도록 변경됩니다.

4. hpux를 입력하여 부트 로더를 시작합니다. 이제 부트 로더(hpux.efi)가 실행
되며 선택한 장치에서 AUTO 파일을 사용하여 사용할 커널 파일을 결정합니다.

참고: 파티션 가능한 시스템에서 기본값은 모든 셀과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장치를 검
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부팅 프로세스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
팅할 장치가 코어 셀의 I/O 카드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EFI 프롬프트에서 search 명
령을 사용하여 다른 셀과 I/O 슬롯에서 추가 장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earch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Partition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셀에 있는 Boot
Manager 메뉴에 장치가 일단 추가되고 나면 EFI에서 이후에 부팅을 수행하는 동안 해
당 I/O 카드에서 장치를 열거합니다.

대체 커널 파일에서 부팅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커널 파일 이름은 vmunix입니다. 부팅 장치의 EFI 파티션에
있는 AUTO 파일은 일반적으로 “boot vmunix”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 항목은 선택한
부팅 장치의 /stand 파일 시스템에 있는 vmunix 파일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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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stand/vmunix 커널 파일에서 부팅하지만 예를 들어, 대체 커널 파일에
서 일시적으로 부팅해야 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testvmunix를 사용할 커널 파일 이
름으로 바꿉니다.
1.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팅될 경우 자동 부팅(시간 제한) 지연 도중에 콘솔 키보드에
아무 키나 눌러 자동 부팅 시퀀스를 중단합니다.

2. 부팅 옵션 메뉴에서 EFI Shell [Built-in]을 선택하여 EFI 셸을 시작합니다.
3. 선택한 부팅 장치에 부팅할 커널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실히 알 수
없으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EFI 셸 프롬프트에서 map을 입력하여 시스템의 부팅 가능한 장치를 나열합니
다.
fs#:(여기서 #는 0, 1, 2, 3 등의 숫자)로 시작되는 항목을 가진 장치가 나열됩
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s0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HD(Part1,Sig88F40A3A-B992-11E1-8002-D6217B60E588)
fs1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HD(Part3,Sig88F40A9E-B992-11E1-8004-D6217B60E588)
blk0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
blk1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HD(Part1,Sig88f40A3A-B992-11E1-8002-D6217B60E588)
blk2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HD(Part1,Sig88f40A6C-B992-11E1-8003-D6217B60E588)
blk4 : Acpi(HWP0002,500)/Pci(2|0)/Ata(Secondary,Master)

b. 부팅하려는 커널 파일을 포함하는 장치에 매핑되는 항목을 확인하고 셸 프롬
프트에 fs#: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부팅할 장치의 항목이 “fs7:”로 표시된 경우 셸 프롬프트에 fs7:
을 입력합니다.
Shell> fs7:

이제 fs7: 항목과 연관된 장치가 부팅 장치로 선택됩니다.

4. 셸 프롬프트에서 hpux 명령을 입력하고 자동 부팅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표시하
는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나타나면 콘솔 키보드에서 아무 키나 눌러 자동 부팅 순서
를 중지할 준비를 합니다.

참고: 선택한 부팅 장치의 AUTO 파일이 사용자가 원하는 대체 커널 파일에서 시
스템이 부팅되도록 하면 이러한 두 번째 자동 부팅 시퀀스를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
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부팅을 중지합니다.

5. 앞 단계에서 자동 부팅을 중지한 경우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HP-UX 부트 로더여야
합니다(즉, 프롬프트가 “HPUX>”여야 함).
부트 로더 프롬프트에서 boot filename(여기서 filename은 부팅하려는 커널
파일의 이름) 명령을 입력합니다.

보기 2-7 “testvmunix”라는 대체 커널 파일에서 부팅
HPUX> boot testvmunix

시스템 부팅 41



PRI, HAA 및 ALT 부팅 경로 변경

HP Integrity 서버에서 기본, 고가용성 대체 및 대체 부팅 경로는 각각 서버의 부팅 옵션
목록에 표시되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에 따릅니다.
HP-UX가 실행 중일 때 setboot 명령을 사용하거나 EFI Boot Manager에서 “Boot
Option Maintenance Menu”를 사용하여 부팅 경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HP-UX setboot 명령을 사용하여 PRI, HAA 및 ALT 부팅 경로 설정:

setboot를 사용하여 부팅 옵션 목록의 첫 번째(PRI), 두 번째(HAA) 또는 세 번째(ALT)
항목을 구성할 경우 지정한 새 장치 경로는 원래 부팅 옵션을 대체하거나 원래 위치에
삽입됩니다(원래 항목이 부팅 옵션 목록의 뒤쪽으로 이동).
□ 사용하려는 부팅 옵션이 HP-UX 장치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새 부팅 장치 경로가
부팅 옵션 목록에 새 항목으로 삽입됩니다.
이 경우에 목록의 원래 항목(있을 경우)은 부팅 옵션 목록의 뒤쪽으로 이동하고
setboot에 지정된 대로 새 부팅 장치 경로가 목록에서 첫 번째(PRI), 두 번째(HAA)
또는 세 번째(ALT) 항목이 됩니다.

□ 사용하려는 부팅 옵션이 HP-UX 장치로 설정되어 있고 목록 항목에 표준 설명(예:
“HP-UX Primary Boot for PRI” 또는 “HP-UX Alternate Boot for
ALT”)이 있으면 부팅 옵션 목록의 원래 항목이 새 부팅 장치 경로로 바뀝니다.

□ 사용하려는 부팅 옵션이 HP-UX 장치로 설정되어 있고 부팅 옵션 목록의 목록 항목
에 표준 설명이 없으면 새 부팅 장치 설정이 부팅 옵션 목록에 새 항목으로 삽입됩
니다.
이 경우에 목록의 원래 항목은 부팅 옵션 목록의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참고: setboot 명령에 지정한 부팅 장치 경로(다음 예제의 path)는 부팅 가능한
HP-UX 장치에 대한 유효한 HP-UX 하드웨어 경로여야 합니다.
HP-UX 11i v3부터는 기존 하드웨어 경로 외에도 영구 DSF 이름과 lunpath 하드웨어 경
로를 setboot 명령의 유효한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put에서 setboot로 전
달되는 인수의 유형에 관계없이, setboot는 안정된 저장소에 저장하며 출력에 장치의
활성 lunpath 하드웨어 경로를 표시합니다. 이 lunpath 하드웨어 경로는 처음에 구성된
lunpath에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다른 활성 lunpath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의 기술 웹 사이트(http://docs.hp.com)에 있는 setboot(1M) in HP-UX 11i v3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 예와 같이 setboot -p path 명령을 사용하여 기본 부팅 경로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path는 기존 하드웨어 경로입니다.
/usr/sbin/setboot -p 0/0/2/0/0.6

• 다음 예와 같이 setboot -h path 명령을 사용하여 고가용성 대체 부팅 경로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path는 lunpath 하드웨어 경로입니다.
/usr/sbin/setboot -h
0/5/1/0.0x50001fe15001eead.0x4001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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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예와 같이 setboot -a path 명령을 사용하여 대체 부팅 경로를 설정합니
다. 여기서 path는 영구 DSF입니다.
/usr/sbin/setboot -a /dev/disk/disk13

EFI Boot Manager의 Boot Option Maintenance 메뉴를 사용하여 PRI, HAA 및 ALT 부팅 경로 설
정:

EFI Boot Manager의 Boot Option Maintenance Menu를 사용하여 PRI, HAA 및 ALT
부팅 경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다음 사항만 기억하면 됩니다.
PRI PRI(기본 부팅 경로)는 목록의 첫 번째 부팅 옵션에 해당합니다.
HAA HAA(고가용성 대체 부팅 경로)는 목록의 두 번째 부팅 옵션에 해당합니다.
ALT ALT(대체 부팅 경로)는 목록에서 세 번째 부팅 옵션에 해당합니다.

참고: 부팅 옵션 목록에 네 개 이상의 항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 세 개는 위에 나
열된 대로 부팅 경로에 해당합니다. 추가 항목은 수동 부팅 도중에 부팅 옵션에서 수동
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EFI Boot Manager의 주 메뉴에서 “Boot Option Maintenance Menu”를 선택
합니다.

2. 다음 세 개의 Boot Option Maintenance Menu 항목으로 부팅 옵션 목록을 편집하
여 PRI, HAA 및 ALT 부팅 경로(목록에 추가하려는 다른 부팅 경로 포함)에 사용할
시스템의 장치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Add a Boot Option 사용 가능한 부팅 장치 목록이

제공되며 부팅 옵션 목록에 추가
할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lete Boot Option(s) 부팅 옵션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대화형으로 삭제할 수 있
습니다.

Change Boot Order 부팅 목록 옵션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시스템의 부팅 옵션 목록의 설정을 마치면 “Exit”를 선택하여 부팅 옵션 목록의
수정 사항이 반영된 EFI Boot Manager의 주 메뉴로 돌아갑니다.

부팅 장치에서 AUTO 파일의 내용 변경

HP Integrity 서버에서는 자동 부팅 또는 일부 수동 부팅 도중에 부팅에 사용되는 장치
의 \EFI\HPUX\AUTO 파일을 사용하여 부팅할 커널을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AUTO 파일의 내용은 “boot vmunix”입니다. AUTO 파일의 내용을 일시적
으로 재정의하여 대체 커널 파일에서 부팅할 수도 있지만(“대체 커널 파일에서 부팅”
(40 페이지) 참조) 기본적으로 다른 커널 파일에서 부팅되도록 하거나 정기적으로 특정
부팅 옵션을 사용하려면 AUTO 파일의 내용을 변경하여 해당 설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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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UTO 파일은 boot 명령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hpux.efi 로더 명령을
실행하려면 직접 로더를 이용해야 합니다.

장치에서 AUTO 파일의 내용을 변경하는 세 가지 기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두 가지는 부팅 전 EFI 환경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HP-UX가
실행되는 동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FI 셸에서 AUTO 파일 변경(부팅 전)
• HPUX.EFI 부트 로더에서 AUTO 변경(부팅 전)
• 실행 중인 HP-UX 환경에서 AUTO 변경
절차 2-6 EFI 셸에서 AUTO 파일 변경(부팅 전)
다음 절차는 실행 중인 HP-UX 시스템에서는 수행할 수 없으며 시스템이 아직 부팅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HP-UX 실행 중 장치의 AUTO 파일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는 “실행 중인 HP-UX 환경에서 AUTO 변경” (47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FI 셸에서 HP-UX 부팅 장치의 AUTO 파일을 나열 및 구성하려면 EFI 셸 명령(예: cd,
ls 및 edit)을 사용하여 선택한 장치의 EFI\HPUX\AUTO 파일을 표시 및 편집합니다.
1. 서버 또는 nPartition의 시스템 콘솔을 사용하여 EFI 셸 환경에 액세스합니다. 서버
의 MP(관리 프로세서)나 유선 콘솔 터미널을 통해 시스템 콘솔에 액세스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동 부팅 시간 제한 도중에 아무 키나 눌러 자동 부팅 과정을 중단합
니다. 그러면 EFI Boot Manager가 부팅 옵션 메뉴(EFI 주 메뉴)를 표시합니다.
부팅 옵션 메뉴에서 EFI Shell을 선택합니다.

2. 변경할 AUTO 파일이 있는 장치를 선택합니다.

중요: 특히 부팅 가능한 장치가 여러 개인 경우 반드시 이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HP Integrity 서버에서 부팅 가능한 모든 장치는 고유한 AUTO 파일을 가질 수 있습
니다. 변경할 AUTO 파일을 포함하는 장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장치의 AUTO
파일이 편집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매핑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나열하려면 EFI 셸 프롬프트에서 map을 입력합니
다.
Shell> map

map 명령은 알려져 있는 모든 매핑된 파일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s0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HD(Part1,Sig88F40A3A-B992-11E1-8002-D6217B60E588)
fs1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HD(Part3,Sig88F40A9E-B992-11E1-8004-D6217B60E588)
blk0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
blk1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HD(Part1,Sig88f40A3A-B992-11E1-8002-D6217B60E588)
blk2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HD(Part1,Sig88f40A6C-B992-11E1-8003-D6217B60E588)
blk4 : Acpi(HWP0002,500)/Pci(2|0)/Ata(Secondary,Master)

map 명령에서 많은 장치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b 옵션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한 화면
씩 출력 결과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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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목록에서 변경할 AUTO 파일을 포함하는 장치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습니다.
목록에서 fs#(여기서 #는 fs0, fs1, fs2 등과 같이 숫자가 됨) 문자열로 시작되는
항목을 찾습니다. EFI 셸 프롬프트에서 원하는 장치에 대한 fs# 다음에 콜론을 입
력합니다.
Shell> fs0:

이제 장치가 선택되고 EFI 셸 프롬프트는 이를 반영하도록 변경됩니다.
fs0:\>

3. AUTO 파일이 있는 위치로 디렉토리를 변경합니다. 부팅 가능한 각 HP-UX 장치에
대한 EFI 파일 시스템에서 AUTO 파일은 \EFI\HPUX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fs0:\> cd \EFI\HPUX

프롬프트가 새 위치를 반영하도록 다시 변경됩니다.
fs0:\EFI\HPUX>

a. ls 명령을 사용하여 디렉토리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fs0:\EFI\HPUX> ls

Directory of: fs0:\EFI\HPUX
06/03/04 03:31p <DIR> 512 .
06/03/04 03:31p <DIR> 512 ..
06/03/04 03:35p 421,590 HPUX.EFI
06/03/04 03:35p 24,576 NBP.EFI
06/03/04 03:35p 12 AUTO

3 File(s) 446,196 bytes
2 Dir(s)

fs0:\EFI\HPUX>

b. cat 명령을 사용하여 AUTO 파일의 현재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fs0:\EFI\HPUX> cat AUTO

FILE: fs0:\EFI\HPUX\AUTO, Size 12

boot vmunix

fs0:\EFI\HPUX>

4. AUTO 파일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edit 명령을 사용하여 전체 화면 EFI 편집기에서
파일을 편집하거나 echo 명령을 사용하여 출력을 AUTO 파일로 다시 지정합니다.
• edit 명령을 사용하려면 edit AUTO를 입력하고 전체 화면 편집기를 사용하여

AUTO 파일을 구성합니다.
파일의 변경 내용을 저장하려면 유선 콘솔 또는 네트워크 기반 액세스의 사용
여부와 현재의 시스템에 따라 “F2” 키를 누르거나 Esc 2(“Esc” 키를 누른 다
음 “2”를 누름)를 입력합니다. 편집기의 화면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사용할 키
시퀀스를 결정합니다.
EFI 편집기를 종료하려면 앞 단락에 설명된 대로 현재의 시스템에 따라서 “F3”
키를 누르거나 Esc 3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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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화면 편집기를 사용하지 않고 AUTO 파일을 구성하려면 echo 명령을 사용
합니다.
fs0:\EFI\HPUX> echo boot testvmunix > auto

위 명령은 AUTO 파일의 이전 내용(있을 경우)을 “boot testvmunix” 문자열로
바꿉니다. 예제에서 testvmunix 대신에 커널 파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참고: EFI 셸(EFI 파일 시스템)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앞의 예제에서
“auto”와 “AUTO”는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HP-UX 셸에서와 마찬가지로 위 예에서 “>” 문자는 echo 명령의 결과를 “auto”
파일로 다시 지정되도록 합니다. auto가 존재하면 해당 내용을 덮어씁니다. auto
가 존재하지 않으면 파일이 새로 만들어지고 echo 명령의 결과가 이 파일에 포함
됩니다.

5. AUTO 파일의 새 내용을 확인합니다. cat AUTO 명령을 사용하여 AUTO의 내용이
원하는 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2-7 HPUX.EFI 부트 로더에서 AUTO 변경(부팅 전)
HPUX.EFI 로더에서 HP-UX 부팅 장치의 AUTO 파일을 나열 및 구성하려면 showauto
및 setauto 로더 명령을 사용합니다.
1. 구성할 AUTO 파일을 포함하는 부팅 장치에 대한 HPUX.EFI 로더에 액세스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EFI 셸 인터페이스에서 로더를 시작하거나 EFI Boot Manager에서
장치를 선택하고 HP-UX 부팅 과정을 중단하여 로더의 HPUX> 프롬프트에 액세스
합니다.

참고: EFI 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HPUX.EFI 부트 로더를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부팅 장치를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된 AUTO 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장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FI 셸에서 AUTO
파일 변경(부팅 전)” (44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HP-UX 부트 로더의 HPUX> 프롬프트에서 showauto 명령을 입력하여 AUTO 파일
의 현재 내용을 표시합니다.
HPUX> showauto

\EFI\HPUX\AUTO => boot vmunix

HPUX>

3. setauto 명령을 입력하여 AUTO 파일을 삭제하거나 수정합니다.
• setauto -d는 현재 부팅 장치에서 AUTO 파일을 삭제합니다. 자동 부팅을 비
활성화하려는 경우 이 삭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setauto string은 지정된 문자열을 포함하도록 AUTO 파일을 설정합니다.
지정된 문자열은 boot 로더 명령의 형태여야 합니다. 다른 HPUX.EFI 명령은
AUTO 파일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46 부팅 및 종료



boot 부팅 옵션 없이 /stand/vmunix
HP-UX 커널을 부팅하도록 지정합
니다. 예를 들어, setauto boot
는 boot 명령만 포함하는 AUTO 파
일을 만듭니다.

boot kernel 명명된 커널 파일에서 부팅하도록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setauto
boot testvmunix는 boot
testvmunix 명령만 포함하는
AUTO 파일을 만듭니다.

boot option kernel 주어진 로더 옵션을 사용하여 지정
된 커널 파일을 부팅하도록 지정합
니다. 예를 들어, setauto boot
-is vmunix 명령은 boot -is
vmunix(-is 옵션에 지정된 대로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하는 것을
나타냄)를 포함하는 AUTO 파일을
만듭니다.
LVM 유지 관리 모드(-lm), VxVM
유지 관리 모드(-vm), 튜너블 유지
관리 모드(-tm) 등을 비롯한 로더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1M)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4. showauto 명령을 다시 입력하여 AUTO 파일의 새 구성을 확인합니다.
절차 2-8 실행 중인 HP-UX 환경에서 AUTO 변경
실행 중인 HP-UX 운영 체제에서 주어진 HP-UX 부팅 장치에 대한 AUTO 파일을 변경
하는 과정은 다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부팅 장치의 EFI 파티션에서 HP-UX 파일 시스템의 파일로 AUTO 파일을 복사합니
다.

2. AUTO 파일의 내용을 편집하여 새 설정을 반영합니다.
3. 편집된 AUTO 파일을 부팅 장치의 EFI 파티션에 다시 복사합니다.
1. 부팅 장치의 EFI 파티션에서 HP-UX 파일 시스템의 파일로 AUTO 파일을 복사합니
다. 이렇게 하려면 efi_cp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fi_cp(1M)를 참조
하십시오. 예를 들어, 장치 파일 /dev/rdsk/c1t4d0s1이 나타내는 EFI 파일 시스
템에 변경할 AUTO 파일이 포함된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AUTO 파일을 현재 디
렉토리에 복사합니다.
efi_cp -d /dev/rdsk/c1t4d0s1 -u /EFI/HPUX/AUTO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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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위 명령의 -u 옵션은 AUTO 파일을 EFI 파일 시스템에서 HP-UX 파일 시스
템으로 복사하도록 efi_cp에 지시합니다. 이것은 하위 EFI 부팅 전 환경에서 상위
로 파일을 복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단계 3에서 -u 옵션 없
이 사용되는 efi_cp 명령은 편집된 AUTO 파일을 다시 EFI 파일 시스템에 복사합
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적절한 EFI 파일 시스템을 참조하는 데 사용할 장
치 파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경할 AUTO 파일이 현재 부팅에 사용된 장치와 연
관된 파일인 경우 다음은 사용할 장치 파일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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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8 LVM을 사용하여 현재 부팅 장치의 EFI 디스크 파티션 확인

LVM 대신 VxV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VERITAS Volume Manager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1. bdf 명령을 사용하여 부팅 디렉토리(/stand)를 포함하는 논리 볼륨에 대한
장치 파일을 표시합니다.
bdf|grep /stand

/dev/vg00/lvol1 1835008 150288 1671656 8% /stand

대부분의 경우와 같이 이 경우에도 /stand 논리 볼륨에 대한 장치 파일은
/dev/vg00/lvol1입니다.

2. 그런 다음 lvdisplay 명령을 사용하여 이 예제의 앞 단계에 있는 논리 볼륨
과 연관된 물리적 장치의 장치 파일 이름을 확인합니다(grep 및 tail을 사용
하여 필요한 줄을 필터링).
lvdisplay -vk /dev/vg00/lvol1|grep /dev|tail +3

/dev/disk/disk3_p2 112 112

이 예에서 /stand 디렉토리(부팅하는 커널 파일을 포함하는 디렉토리)와 연
관된 하나의 물리적 장치에 있는 HP-UX 파일 시스템은 /dev/disk/disk3_p2
입니다. 파일 이름의 끝에 있는 “p2”는 물리적 장치의 파티션 번호 2를 나타냅
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HP-UX 파일 시스템을 포함하는 디스크의 파티션입
니다. EFI 파티션은 거의 대부분 파티션 1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일 이름에서
“p2”를 “p1”로 변경할 경우 efi_cp 명령에 사용할 장치 파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dev/disk/disk3_p1).

3. /stand 파일 시스템을 포함하는 논리 볼륨에 여러 물리적 장치가 포함된 경우
약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이러한 장치 중에서 어떤 장치에서 부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특히 해당 AUTO 파일을 변경한 후 어떤 장치에서 부팅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
로 PRI(기본) 부팅 경로와 연관된 장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setboot 명령을 옵션 없이 사용하여 기본 부팅 경로가 현재 가리키는 장치를
결정한 다음 /stand를 포함하는 논리 볼륨에 연관된 각 장치 파일과 함께 lssf
명령을 사용합니다. 기본 부팅 경로와 일치하는 하드웨어 주소를 가진 장치 파
일을 찾습니다. 앞의 하위 단계에서와 같이 “p2”를 “p1”으로 변경합니다. 그
러면 efi_cp와 함께 사용할 이름을 갖게 됩니다.

참고: 대체 부팅에 사용할 장치가 여러 개인 경우 현재 부팅 장치가 아닌 장치에
서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2-8 “LVM을 사용하여 현재 부팅 장치의 EFI
디스크 파티션 확인”에는 일반적인 경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원하는 방법이나 편집기를 사용하여 현재 디렉토리에서 AUTO 파일의 내용을 변경
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 커널 파일에서 자동 부팅하도록 AUTO 파일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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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에 AUTO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boot vmunix

편집 후에 AUTO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boot testvmunix

3. efi_cp 명령을 사용하여 변경된 AUTO 파일을 다시 EFI 파일 시스템에 복사합니다
(-u 옵션은 사용하지 않음).
efi_cp -d /dev/rdsk/c1t4d0s1 AUTO /EFI/HPUX/AUTO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

다음 절차에 따라 HP-UX를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할 수 있습니다.
절차 2-9 HP Integrity 서버에서 HP-UX를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
EFI 셸 환경의 HPUX.EFI 인터페이스(HP-UX 부트 로더 프롬프트인 HPUX>)에서 부팅
과정을 중지하여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하고 boot -is vmunix 명령을 입력합니다.
1. HP-UX를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하려는 nPartition에 대한 EFI 셸 환경에 액세스
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서(MP 또는 GSP)에 로그인하고 CO를 입력하여 콘솔 목록에 액세스
합니다. nPartition 콘솔을 선택합니다.
콘솔에 액세스할 때 현재의 위치가 EFI Boot Manager 메뉴(주 EFI 메뉴)인지 확인
합니다. 다른 EFI 메뉴에 있을 경우 EFI Boot Manager라는 제목이 있는 화면으
로 돌아갈 때까지 하위 메뉴에서 Exit 옵션을 선택합니다.
EFI Boot Manager 메뉴에서 EFI Shell 메뉴 옵션을 선택하여 EFI 셸 환경에 액
세스합니다.

2. 선택한 부팅 장치에 부팅할 커널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실히 알 수
없으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EFI 셸 프롬프트에 map을 입력하여 시스템의 부팅 가능한 장치를 나열합니다.

fs#:(여기서 #는 0, 1, 2, 3 등의 숫자)로 시작되는 항목을 가진 장치가 나열됩
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s0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HD(Part1,Sig88F40A3A-B992-11E1-8002-D6217B60E588)
fs1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HD(Part3,Sig88F40A9E-B992-11E1-8004-D6217B60E588)
blk0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
blk1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HD(Part1,Sig88f40A3A-B992-11E1-8002-D6217B60E588)
blk2 : Acpi(HWP0002,500)/Pci(2|0)/Ata(Primary,Master)/HD(Part1,Sig88f40A6C-B992-11E1-8003-D6217B60E588)
blk4 : Acpi(HWP0002,500)/Pci(2|0)/Ata(Secondary,Master)

map 명령에서 많은 장치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b 옵션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한
화면씩 출력 결과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b. 부팅하려는 커널 파일을 포함하는 장치에 매핑되는 항목을 확인하고 셸 프롬
프트에 fs#: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위 예보다 긴 목록에서 원하는 장치 항목이 “fs7:”로 표시된 경우
셸 프롬프트에 fs7:을 입력합니다.
Shell> f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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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fs7: 항목과 연관된 장치가 부팅 장치로 선택됩니다.

3. 원하는 부팅 장치에 대한 EFI 시스템 파티션에 액세스할 때 HPUX 명령을 실행하여
선택한 장치에서 \EFI\HPUX\HPUX.EFI 로더를 호출합니다.

4. HP-UX 부팅 과정을 중단할 수 있도록 주어진 10초 이내에 아무 키나 입력하여
HP-UX 부트 로더 프롬프트(HPUX>)로 부팅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HPUX.EFI 로
더를 사용하여 단일 사용자 모드로 HP-UX를 부팅합니다.
키를 입력하면 HPUX.EFI 인터페이스(HP-UX 부트 로더 프롬프트, HPUX>)가 제공
됩니다. HPUX.EFI 로더 사용에 대한 도움말을 보려면 help 명령을 입력합니다.
EFI 셸로 돌아가려면 exit를 입력합니다.
fs7:\> hpux

(c) Copyright 1990-2002, Hewlett Packard Company.
All rights reserved

HP-UX Boot Loader for IA64 Revision 1.723

Press Any Key to interrupt Autoboot
\efi\hpux\AUTO ==> boot vmunix
Seconds left till autoboot - 9

[User Types A Key to Stop the HP-UX Boot Process and Access the HPUX.EFI Loader ]

Type ’help’ for help

HPUX>

5. HPUX.EFI 인터페이스(HP-UX 부트 로더 프롬프트인 HPUX>)에서 boot -is
vmunix 명령을 입력하여 HP-UX(/stand/vmunix 커널)를 단일 사용자(-is) 모
드로 부팅합니다. 다른 커널 파일에서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할 경우 vmunix를
해당 파일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is 옵션은 단일 사용자 모드를 지정합니다.
HPUX> boot -is vmunix
> System Memory = 4063 MB
loading section 0
................................................... (complete)
loading section 1
........ (complete)
loading symbol table
loading System Directory(boot.sys) to MFS
....
loading MFSFILES Directory(bootfs) to MFS
......
Launching /stand/vmunix
SIZE: Text:25953K + Data:3715K + BSS:3637K = Total:33306K

Console is on a Serial Device
Booting k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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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 관리 프로세서를 통해 시스템 콘솔에 액세스하는 경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콘솔 및 서비스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를 종료합니다.
EFI 환경을 종료하려면 ^B(Ctrl-B)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nPartition 콘솔이 종료되
고 서비스 프로세서 주 메뉴로 돌아갑니다. 서비스 프로세서를 종료하려면 주 메뉴
에서 X를 입력합니다.

LVM(또는 VxVM) 유지 관리 모드로 부팅

HP-UX를 LVM 유지 관리 모드로 부팅하는 절차는 -is 부팅 옵션 대신에 -lm 부팅 옵
션을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자세한 내용은 “HP Integrity
서버에서 HP-UX를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 (50 페이지) 참조)하는 절차와 동일합니
다.
HPUX> boot -lm vmunix

VxVM 유지 관리 모드의 경우 다음을 사용합니다.
HPUX> boot -vm vmunix

HP 9000(PA-RISC) 시스템에서 HP-UX 부팅: 세부 사항 및 변형

표준 부팅(PA-RISC 시스템)

여기에서는 HP 9000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HP-UX 부팅 시퀀스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
하는 이벤트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HP Integrity 서버를 부팅하려는 경우
“HP Integrity 서버에서 HP-UX 부팅: 세부 사항 및 변형” (34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1. 외부 장치 전원 켜기: 필요한 경우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장치 및 외부 주변 장치

(예를 들어,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프린터, 터미널, 버스 변환기)의 전
원을 켭니다
장치가 자체 검사를 완료하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2. 시스템(또는 nPartition) 전원 켜기: 컴퓨터 또는 nPartition의 전원을 켜거나 재설
정합니다.
시스템 하드웨어나 부팅 중인 nPartition에 연결된 하드웨어는 일련의 자체 검사를
거쳐 프로세서, 메모리 및 다른 시스템 구성 요소가 제대로 동작 중인지 확인합니다.

3. 부팅 장치 선택: 시스템 또는 부팅 중인 nPartition은 부팅할 커널 파일을 찾아야
합니다. 커널 파일을 찾는 작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부분 부팅 장치에 대한 하드웨어 경로를 확인
두 번째 부분 부팅할 하드웨어 경로에 있는 커널 파일을 확인(4단계 참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경로 변수는 부팅을 시도할 최대 세 개의 부팅 경로를
설정합니다.
PRI PRI(Primary) 부팅 경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부팅 경로입니다.

가장 자주 부팅하는 장치를 가리키도록 이 경로의 값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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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 HAA(High Availability Alternate) 부팅 경로는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서 기본 부팅 경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시스템 부팅에 사용할 경로입니
다.

ALT ALT(Alternate) 부팅 경로는 테이프 드라이브, 네트워크 기반 부팅 소스
또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대체 부팅 소스에 대한 하드웨어 경로
입니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기본 부팅 경로만 자동으로 시도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
대체 부팅 경로에서 부팅하려면 자동 부팅 지연(10초)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다른 시스템에서는 펌웨어를 구성하여 다양한 부팅 작업을 각 부팅 경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팅 작업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다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 부팅 경로를 사용할지 아니면 무시할지의 여부
• 부팅 경로에서의 부팅에 실패할 경우 PRI -> HAA -> ALT 순서대로 다음 경로
를 사용할지 여부

• BCH(부팅 콘솔 핸들러) 인터페이스를 사용할지 여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하드웨어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oscan의
출력 결과를 참조하십시오(ioscan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oscan(1M) 참조). 또한 시스템에서 일부 경로 정보가 실제로 출력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부팅 경로는 사용 가능한 장치 중 가장 자주 부팅에 사용하는 장치
를 가리킵니다.
부팅 장치가 초기화되면 PDC(펌웨어 루틴)는 부팅 장치에서 LIF 볼륨이라는 특수
한 형식의 영역에 액세스합니다. PDC는 ISL(Initial System Loader)을 메모리에 로
드한 후에 컨트롤을 넘겨줍니다.

4. 커널 파일 선택 ISL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또는 autoboot 플래그가 활성화된 경
우 -- “자동 및 수동 부팅 비교” (54 페이지) 참조) ISL은 HP-UX 고유의 부트 로더인
hpux를 로드 및 초기화합니다.

5. HP-UX 운영 체제 로드 및 시작: HP-UX는 부팅 장치의 LIF 영역에 있는 AUTO 파
일의 내용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부팅할 커널 파일을 찾습니다.
2. HP-UX 커널을 메모리에 로드합니다.
3. HP-UX 커널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AUTO 파일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hpux vmunix

이 명령은 기본 파일 시스템의 vmunix라는 파일(/stand의 /stand/vmunix 파
일)에서 커널을 로드하도록 hpux에 지시합니다.

6. HP-UX는 초기화 과정을 거친 다음 일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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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및 수동 부팅 비교

PDC는 BCH(부팅 콘솔 핸들러)를 사용하여 부팅 및 콘솔 장치를 설정합니다. 콘솔 및
부팅 장치가 초기화된 후에 BCH가 수행하는 작업은 운영자가 자동 부팅을 수동으로 중
단하는지 여부와 비휘발성 메모리에 있는 두 플래그(autoboot 및 autosearch)의 상
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 부팅 재정의

자동 부팅을 재정의하려면 자동 부팅 지연 기간(일반적으로 10초) 내에 콘솔 키보드에
서 아무 키나 누릅니다. 그러면 부팅 콘솔 핸들러는 주 메뉴를 표시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 부팅 설정 / 해제

HP-UX를 실행하는 HP 9000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전원이 켜질 때 자동으로 부팅되도
록 설정됩니다. 이것은 운영자나 시스템 관리자가 항상 관리할 수 없는 위치에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컴퓨터 사이트에서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시스템은 일
반적으로 운영자의 입력 없이 자체적으로 다시 부팅될 수 있습니다. autoboot 기능은
편의성 또한 제공합니다.
다른 장치나 커널 파일에서 부팅하려는 경우와 같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팅되지 않게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장치에서 부팅” (59 페이지) 또는 “대체 커널에서 부팅”
(60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에서는 autoboot 및 autosearch 플래그 설정이 부팅 시퀀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설명합니다.

표 2-1 autoboot 및 autosearch 플래그 설정이 부팅 시퀀스에 미치는 영향

발생하는 동작부팅 유형autosearchautoboot

BCH는 사용자 조작을 통해 부팅 가능한 장치 경
로를 얻습니다.

수동 부팅꺼짐꺼짐

BCH에서는 기본 경로를 건너뛰고 대체 경로를
시도합니다. 부팅할 대체 경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에는 BCH가 사용자에게 선
택하도록 요청합니다.

부팅 검색켜짐꺼짐

BCH는 기본 부팅 경로를 사용합니다. 이 부팅 경
로로 부팅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조작을 통해
부팅 가능한 장치 경로를 얻습니다.

자동 부팅꺼짐켜짐

BCH는 기본 부팅 경로를 시도해 보고 부팅할 수
없으면 다음 경로를 시도합니다.

자동 검색켜짐켜짐

컴퓨터가 켜지거나 다시 설정될 때 자동으로 부팅되도록 하려면 autoboot 플래그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컴퓨터를 부팅하는 데 운영자의 조치가 필요하면 autoboot 플래그가 해제되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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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boot 플래그 값 설정

autoboot 및 autosearch 플래그의 값은 여러 방법으로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부팅 전 환경에서는 Boot Console Handlers 구성 메뉴에서 이러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실행 중인 HP-UX 시스템에서는 setboot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2-11 부팅 콘솔 핸들러를 사용하여 Autoboot 및 Autosearch 플래그 설정

참고: HP-UX 11i v3부터는 대용량 저장 장치에 기존 하드웨어 경로 형식이나 lunpath
하드웨어 경로 형식을 사용하여 부팅 경로를 지정합니다. lunpath 하드웨어 경로 형식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lunpath 하드웨어 경로의 일부 요소(대상 주소 및 LUN 주소)의 크기는 최대 64비트
일 수 있습니다. BCH 인터페이스는 최대 크기 32비트까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2비트를 초과하는 모든 요소는 특수한 방법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런 요
소는 두 개의 32비트 요소로 분할하고 ‘.’로 분리된 두 개의 요소로 입력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hw 경로 0/5/1/0.0x5000fe15001eead.0x4001000000000000
은 0/5/1/0.0x50001fe1.0x5001eead.0x40010000으로 입력합니다(마지막
null 요소 생략).
참고: ioscan -Ne를 사용하여 위의 분할된 형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BCH 메뉴에서 lunpath 하드웨어 경로로 설정된 부팅 경로는 위에서 설명한 분할
형식을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참고: 일부 오래된 시스템에서는 요소를 십진수로만 표시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시
스템에서 위 경로는 0/5/1/0.13242185441.134203917.1073807360과 같이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각 요소를 HEX 값으로 변환해야 대상 포트와 LUN 주소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 BCH 메뉴에서 Search 명령은 HP-UX 11i v3 이전 버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며
lunpath 하드웨어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lunpath 하
드웨어 경로를 입력하려는 경우 그 값을 Search 메뉴에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
용자가 미리 경로를 알아 두었다가 입력해야 합니다.

1. 자동 부팅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또는 nPartition을 켜거나 재설정한 후에
autoboot/autosearch가 시스템을 자동으로 부팅하지 않도록 콘솔 키보드에서
아무 키나 눌러 부팅 과정을 제어합니다. 그러면 부팅 콘솔 핸들러가 주 메뉴를 표
시합니다.
BCH(부팅 콘솔 핸들러)는 주 메뉴와 명령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Main Menu: Enter command >

2. 주 메뉴에서 CO를 입력하여 BCH Configuration 메뉴에 액세스하고 PATHFLAGS
명령을 사용하여 각 부팅 경로의 부팅 작업을 원하는 대로 설정합니다.
BCH Configuration 메뉴에서 PATHFLAGS를 인수 없이 입력하면 모든 부팅 경로
변수의 경로 플래그(부팅 작업)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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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팅 경로의 부팅 작업을 설정하려면 PATHFLAGS VAR action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VAR는 부팅 경로 변수(PRI, HAA, ALT)이고 action은 부팅 작업입니다(0
은 “BCH로 이동”, 1은 “부팅하고 실패한 경우 BCH로 이동”, 2는 “부팅하고 실패한
경우 다음 경로 시도”, 3은 “이 경로를 건너뛰고 다음 경로 시도”).
예를 들어, 시스템이 PRI 장치 또는(PRI 부팅이 실패한 경우) HAA 장치에서 부팅
되도록 구성하려면 아래와 같이 PATHFLAGS PRI 2 및 PATHFLAGS HAA 1의 두
BCH Configuration 명령을 사용합니다.
Configuration Menu: Enter command > PATHFLAGS PRI 2

Primary Booth Path Action
Boot Actions: Boot from this path.
If unsuccessful, got to the next path.

Configuration Menu: Enter command > PATHFLAGS HAA 1

HA Alternate Boot Path Action
Boot Actions: Boot from this path.

If unsuccessful, go to next path.

Configuration Menu: Enter command >

경로 플래그 설정에 대한 다른 도움말을 보려면 BCH Configuration 메뉴 프롬프트
에서 HELP PATHFLAGS를 입력합니다.

HP-UX setboot 명령을 사용하여 Autoboot 및 Autosearch 플래그 설정 실행 중인
HP-UX 시스템에서 autoboot 및 autosearch 플래그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setboot 명령(자세한 내용은 setboot(1M) 참조)을 사용합니다.

보기 2-9 setboot를 사용하여 Autoboot 플래그 설정
/usr/sbin/setboot -b on

보기 2-10 setboot를 사용하여 Autoboot 플래그 해제
/usr/sbin/setboot -b off

보기 2-11 setboot를 사용하여 Autoboot 플래그 활성화
/usr/sbin/setboot -s on

보기 2-12 setboot를 사용하여 Autosearch 플래그 해제
/usr/sbin/setboot -s off

PRI, HAA 및 ALT 부팅 경로 변경

HP 9000 시스템에서는 기본 부팅 경로 및 대체 부팅 경로를 정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고가용성 대체 부팅 경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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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팅 경로는 autoboot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며, 세 가지 정의를 모두 사용
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하드웨어 경로를 쉽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팅 콘솔
핸들러에서 “boot alt” 명령을 사용하여 ALT 부팅 경로와 연관된 하드웨어 장치에서
부팅할 수 있습니다.
HP-UX가 실행 중일 때 setboot 명령을 사용하거나 부팅 전 환경에서 부팅 콘솔 핸들
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부팅 경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HP-UX setboot 명령을 사용하여 PRI, HAA 및 ALT 부팅 경로 설정 setboot를 사용
하여 기본(PRI), 고가용성 대체(HAA) 또는 대체(ALT) 부팅 경로를 구성할 경우 지정한
새 장치 경로가 원래 부팅 옵션 설정을 대체합니다.

참고: setboot 명령에 지정한 부팅 장치 경로(다음 예제의 path)는 부팅 가능한
HP-UX 장치에 대한 유효한 HP-UX 하드웨어 경로여야 합니다.
HP-UX 11i v3부터는 기존 하드웨어 경로 외에도 영구 DSF 이름과 lunpath 하드웨어 경
로를 setboot 명령의 유효한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put에서 setboot로 전
달되는 인수의 유형에 관계없이, setboot는 안정된 저장소에 저장하며 출력에 장치의
활성 lunpath 하드웨어 경로를 표시합니다. 이 lunpath 하드웨어 경로는 처음에 구성된
lunpath에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다른 활성 lunpath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의 기술 웹 사이트(http://docs.hp.com)에 있는 setboot(1M) in HP-UX 11i v3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 예와 같이 setboot -p path 명령을 사용하여 기본 부팅 경로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path는 기존 하드웨어 경로입니다.
/usr/sbin/setboot -p 0/0/2/0/0.6

• 다음 예와 같이 setboot -h path 명령을 사용하여 고가용성 대체 부팅 경로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path는 lunpath 하드웨어 경로입니다.
/usr/sbin/setboot -h
0/5/1/0.0x50001fe15001eead.0x4001000000000000

• 다음 예와 같이 setboot -a path 명령을 사용하여 대체 부팅 경로를 설정합니
다. 여기서 path는 영구 DSF입니다.
/usr/sbin/setboot -a /dev/disk/disk13

절차 2-12 부팅 콘솔 핸들러를 사용하여 PRI, HAA 및 ALT 부팅 경로 설정

참고: 오래된 소수의 시스템에서는 요소를 HEX로 표시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rp4440, rp3440, rp3410 및 HP 9000 Superdome 서버 등이 있습니다.

1. 자동 부팅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또는 nPartition을 켜거나 재설정한 후에
autoboot/autosearch가 시스템을 자동으로 부팅하지 않도록 콘솔 키보드에서
아무 키나 눌러 부팅 과정을 제어합니다. 그러면 부팅 콘솔 핸들러가 주 메뉴를 표
시합니다.
BCH(부팅 콘솔 핸들러)는 주 메뉴와 명령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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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Menu: Enter command >

2.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 BCH 명령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보기 2-13 BCH를 사용하여 PRI(기본 부팅 경로) 설정

예:  기본 부팅 경로 주소를 0/0/0/2/0.5로 설정
Main Menu: Enter Command > pa pri 0/0/0/2/0.5

팁: 위 명령에서 pa는 path 명령의 약어입니다. 부팅 콘솔 핸들러 인터페이스에
서는 흔히 명령과 옵션을 약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primary”의 경우 pri). 허용
되는 약어는 BCH 인터페이스에서 도움말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보기 2-14 BCH를 사용하여 HAA(고가용성 대체 부팅 경로) 설정

예:  고가용성 대체 부팅 경로 주소를 0/0/0/3/1.6으로 설정
Main Menu: Enter Command > pa haa 0/0/0/3/1.6

보기 2-15 BCH를 사용하여 ALT(대체 부팅 경로) 설정

예:  대체 부팅 경로 주소를 0/0/0/3/0.6으로 설정
Main Menu: Enter Command > pa alt 0/0/0/3/0.6

보기 2-16 BCH를 사용하여 ALT(대체 부팅 경로) 설정

예:  대체 부팅 경로 주소를 lunpath 하드웨어 경로
0/0/0/3/0.0x50001fe15001eead.0x4001000000000000으로 설정
Main Menu: Enter Command > pa alt
0/0/0/3/0.0x50001fe1.0x5001eead.0x40010000

대체 부팅 소스에서 PA-RISC 시스템 부팅

부팅 소스는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커널 파일이 저장된 파일 시스템을 포함하는 부팅 장치
• 부팅할 커널을 포함하는 커널 파일
기본 부팅 소스는 기본 부팅 장치의 커널 파일입니다. 시스템에 자동 부팅이 설정된 경
우 자동 부팅 도중에 시스템은 이 파일에서 부팅됩니다.
자동 부팅을 수동으로 중단한 다음 다른 부팅 장치나 기본 부팅 장치의 다른 커널 파일
을 지정하여 시스템이 부팅되는 위치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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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장치에서 부팅

일반적으로 부팅하는 장치가 아닌 장치에서 부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부팅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디스크나 복구 테이프에서 시스템을 부팅해
야 합니다.
절차 2-13 부팅 콘솔 핸들러를 사용하여 대체 부팅 장치에서 부팅
1. 자동 부팅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또는 nPartition을 켜거나 재설정한 후에

autoboot/autosearch가 시스템을 자동으로 부팅하지 않도록 콘솔 키보드에서
아무 키나 눌러 부팅 과정을 제어합니다. 그러면 부팅 콘솔 핸들러가 주 메뉴를 표
시합니다.
BCH(부팅 콘솔 핸들러)는 주 메뉴와 명령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Main Menu: Enter command >

2. BCH boot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부팅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BOOT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BOOT

BOOT 명령을 인수 없이 실행하면 기본(PRI) 부팅 경로에서 장치가 부팅됩니다.

• BOOT bootvariable

이 명령은 지정된 부팅 경로가 나타내는 장치를 부팅합니다. 여기서
bootvariable은 PRI, HAA 또는 ALT 부팅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 BOOT HAA는 고가용성 대체 부팅 경로를 부팅합니다.

• BOOT LAN INSTALL 또는 BOOT LAN.ip-address INSTALL

BOOT... INSTALL 명령은 사용 가능한 임의의 Ignite 서버나 ip 주소로 지정
된 Ignite 서버에서 시스템을 부팅합니다. 설치 부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사
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기술 문서 웹 사이트에 있는 Ignite-UX Installation
Booting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docs.hp.com

• BOOT path

이 명령은 지정된 path에서 장치를 부팅합니다. path를 HP-UX 하드웨어 경
로 표기법(예: 0/0/2/0/0.13) 또는 “경로 레이블” 형식(예: P0 또는 P1)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부팅 59

http://docs.hp.com


참고: path를 “경로 레이블”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path는 BCH SEARCH
명령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된 장치 경로를 참조합니다.

보기 2-17 ALT 부팅 경로에 지정된 부팅 장치에서 부팅

Main Menu: Enter command or menu > boot alt

보기 2-18 하드웨어 주소 0/0/2/0/0.14에 지정된 부팅 장치에서 부팅

Main Menu: Enter command or menu > boot 0/0/2/0/0.14

보기 2-19 경로 레이블 P2에 지정된 부팅 장치에서 부팅

Main Menu: Enter command or menu > search

PATH# Device Path (dec) Device Type
----- ------------------- ------------
P0 0/0/2/0/0.13 Random access media
P1 0/0/2/0/0.14 Random access media
P2 0/0/2/0/0.0 Random access media

Main Menu: Enter command or menu > boot P2

보기 2-20 기본 HP-UX 설치 서버에서 부팅

Main Menu: Enter command or menu > boot lan

보기 2-21 192.nn.xx.yyy의 HP-UX 설치 서버에서 부팅

Main Menu: Enter command or menu > boot lan.192.nn.xx.yy
INSTALL

대체 커널에서 부팅

부팅하려는 대체 커널 파일이 있거나 새 커널을 구축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 BCH 인터페이스에서 BOOT 명령을 사용하여 대체 커널 파일을 포함하는 장치에서
부팅합니다.
BOOT 명령을 실행한 후 BCH 인터페이스는 ISL 프롬프트에서 부팅을 중지할 것인
지의 여부를 지정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ISL 프롬프트에서 중지하지 않고 부팅 장치의 AUTO 파일에 지정된 HP-UX 커널 파
일에서 부팅하려면 n을 입력하여 이전 ISL을 자동으로 계속 진행하고 선택한 장치
에서 AUTO 파일의 내용을 실행합니다. 기본적으로 AUTO 파일은 /stand/vmu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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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로드하도록 구성되지만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자동 실행 파일
의 내용 변경” (61 페이지) 참조).
Main Menu: Enter command or menu > BOOT PRI

Primary Boot Path: 0/0/1/0/0.15

Do you wish to stop at the ISL prompt prior to booting? (y/n) >> n

ISL booting hpux

Boot
: disk(0/0/1/0/0.15.0.0.0.0.0;0)/stand/vmunix

AUTO 파일에서 가리키는 것이 아닌 HP-UX 커널을 부팅하거나 단일 사용자 또는
LVM 유지 관리 모드로 HP-UX를 부팅하려면 ISL 프롬프트에서 부팅을 중지하고
hpux 로더에 대한 적절한 인수를 지정합니다.
부팅할 대체 커널 파일의 HP-UX 경로 이름을 hpux boot 명령에서 devicefile
인수의 일부분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ISL>hpux boot disk(1/0/12/1/1.5.0)/stand/alt_kernel_file_name

자동 실행 파일의 내용 변경

HP 9000 시스템에서 자동 부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HP-UX 운영 체제를 부
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ISL> 프롬프트에서 입력하는 hpux 명령)이 포
함된 자동 실행 파일입니다. 이 파일의 내용은 자동 부팅의 경우에서와 같이 hpux ISL에
제공되는 명령에서 명령 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생략된 경우 부팅 과정에 사용됩니다.
자동 실행 파일의 내용은 HP-UX가 실행되기 전(HP-UX가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파일은 HP-UX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AUTO
라는 이름을 가진 자동 실행 파일이 부팅 가능한 디스크 중 하나의 LIF 영역(때로 부팅
영역이라고도 함)에 있습니다. 이 영역은 ISL 자체가 있는 곳입니다.
AUTO 파일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부팅에 사용할
새 커널 파일(기본 파일 /stand/vmunix이 아닌 파일)을 만드는 경우나 ISL이 존재하
지 않는 디스크의 장치에서 부팅하려고 하는 경우와 같이 파일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AUTO 파일의 내용을 새로 작성하려면 /usr/sbin/mkboot 명령을 사용합니다.
mkboot -a "contents of autofile" device_file_name

예제:
mkboot -a "hpux disc(8.0.1;0)/stand/vmunix.new" /dev/rdsk/c0t0d0

자세한 내용은 mkboot(1M)를 참조하십시오.
HP-UX가 실행 중일 때 AUTO 파일을 표시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usr/bin/lifcp /dev/rdsk/c0t0d0:AUTO -

ISL> 프롬프트에서 AUTO 파일에 있는 부팅 명령 문자열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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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 lsautofl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을 부팅할 때 다른 사람이 로그온하지 못하게 하
는 등의 목적으로 단일 사용자 모드로 시스템을 부팅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을 수행합니
다.
1. 자동 부팅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또는 nPartition을 켜거나 재설정한 후에

autoboot/autosearch가 시스템을 자동으로 부팅하지 않도록 콘솔 키보드에서
아무 키나 눌러 부팅 과정을 제어합니다. 그러면 부팅 콘솔 핸들러가 주 메뉴를 표
시합니다.
BCH(부팅 콘솔 핸들러)는 주 메뉴와 명령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Main Menu: Enter command >

2. BCH 인터페이스에서 BOOT 명령을 사용하여 원하는 장치를 부팅하고 “stop at the
ISL prompt” 질문에서 y를 선택하여 부팅 과정이 ISL 프롬프트에서 중지하도록 지
정합니다.
Main Menu: Enter command or menu > BOOT ALT

Alternate Boot Path: 0/0/0/3/0.6

Do you wish to stop at the ISL prompt prior to booting? (y/n) >> y

Initializing boot Device.

Boot IO Dependent code (IODC) Revision 2

Boot Path Initialized.

HARD Booted.

ISL Revision A.00.44 Mar 12, 2003

ISL>

3. ISL 프롬프트에서 보조 시스템 로더(hpux) 명령을 실행하여 HP-UX 커널을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합니다.

보기 2-22 HP 9000 시스템에서 단일 사용자 모드로 HP-UX 부팅:
ISL>hpux -is boot /stand/vmunix

ISL 프롬프트를 종료하고 BCH 인터페이스로 돌아가려면 위의 hpux 로더 명령을
지정하는 대신에 EXIT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른 hpux 로더 옵션의 자세한 목록은 hpux(1M)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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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23 단일 사용자 HP-UX 부팅 예제

ISL Revision A.00.44 Mar 12, 2003

ISL> hpux -is /stand/vmunix

Boot
: disk(0/0/2/0/0.13.0.0.0.0.0;0)/stand/vmunix
8241152 + 1736704 + 1402336 start 0x21a0e8

....

INIT: Overriding default level with level ’s’

INIT: SINGLE USER MODE

INIT: Running /sbin/sh
#

시스템은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하고 다음과 같은 확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INIT: Overriding default level with level `s'
INIT: SINGLE USER MODE

4.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 콘솔 및 서비스 프로세서(관리 프로세서) 인터페이스에 액
세스한 경우 사용을 마친 후에 이러한 콘솔 및 서비스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를 종료
합니다.
BCH 환경을 종료하려면 ^B(Ctrl-B)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nPartition 또는 시스템
콘솔이 종료되고 서비스 프로세서 주 메뉴로 돌아갑니다. 서비스 프로세서를 종료
하려면 주 메뉴에서 X를 입력합니다.

LVM 유지 관리 모드로 부팅

HP-UX를 LVM 유지 관리 모드로 부팅하려면 HP-UX를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하기
위한 절차(“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 (62 페이지) 참조)를 따릅니다.
ISL> hpux -lm boot

부팅/루트 논리 볼륨은 LVM 구성 데이터가 손실되었을 때 알려진 장소에 있는 유일한
논리 볼륨입니다. 유지 관리 모드는 LVM 구성 문제 때문에 표준 부팅에 실패한 시스템

시스템 부팅 63



에서 유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LVM 구성 문제를 해결한 다음 다시 부팅해야
합니다.

주의: 유지 관리 모드로 시스템을 부팅하는 경우 루트 볼륨 그룹을 활성화하지 않아야
하며다중 사용자 모드로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sbin/init 2를 지정해
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루트 파일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LVM 구성 정보를 복구하거나 복원한 경우 reboot 명령을 -n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시
스템을 다시 부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디스크를 기반으로 복구한 정보를 메모리 버퍼
에 여전히 저장되어 있는 기존 정보로 덮어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usr/sbin/reboot -n

LV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를 참조하십시
오.

빠른 부팅: SpeedyBoot
많은 HP Integrity 서버 및 HP 9000 시스템에서 SpeedyBoot라는 펌웨어 기반 기능을 사
용하면 시스템을 보다 빨리 부팅하기 위해 부팅 시 시스템 검사 중 일부를 건너뛸 수 있
습니다.

참고: HP는 모든 자체 검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하지만, 때로는 최대한 신속하게 컴퓨
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 확실하면 시스템이 더 빨리 부팅되도록 부
팅 시 시스템 검사 중 일부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SpeedyBoot 기능을 사용하면 수행하거나 건너뛸 검사를 지정하고 이를 다음
부팅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의 모든 부팅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수행할 검사를 정의하는데는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SpeedyBoot 설정을 구성할 때 시스템이 실행 중인지 여부
• 시스템이 HP Integrity 서버인지 HP 9000 시스템인지 여부1

• SpeedyBoot 설정을 다음 부팅에 대해서만 구성할지 아니면 이후의 모든 부팅에 대
해 구성할지 여부

• 실행 중인 HP-UX의 릴리즈(setboot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경우)
SpeedyBoot는 부팅할 때 수행되는 펌웨어 검사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구현됩니다. 다
음과 같은 여러 펌웨어 검사 중에서 수행할 검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초기 CPU 검사
• 후기 CPU 검사
• 메모리 초기화(HP Integrity 서버만 해당)
• 전체 메모리 검사
• 플랫폼 종속 검사(HP Integrity 서버만 해당)
1. HP 9000 시스템의 SpeedyBoot는 BCH(부팅 콘솔 핸들러)를 지원하는 펌웨어를 가진 시스템에서만 지원
됩니다. 일부 기존 플랫폼의 펌웨어는 SpeedyBoot를 지원하는 새 펌웨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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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 하드웨어 검사(HP Integrity 서버만 해당)
• 프로세서 하드웨어 검사(HP 9000 시스템만 해당)
• CEC(Central Electronic Complex) 검사(HP 9000 시스템만 해당)
• 칩셋 검사(HP Integrity 서버만 해당)
이와는 별도로 검사를 수행할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번 부팅만 검사
• 이후의 모든 부팅 검사
이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부팅 검사” (6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부팅 검사를 일부 또는 전부 해제하면 부팅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시스템 장애나 부팅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후 부팅 시 부터는 모든 검사가 수행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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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부팅 검사

시스템은 부팅될 때 표 2-2에서 설명하는 검사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PDC(프로세서 종
속 코드)나 펌웨어가 시스템의 부팅 및 다시 부팅에 대해 수행하는 하드웨어 검사에 대
한 키워드입니다.

표 2-2 SpeedyBoot 검사

설명값검사 이름

나열된 모든 검사on
off
partial

all

early_cpu 및 late_cpu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BCH(부
팅 콘솔 핸들러) 서비스 메뉴에 있는 SELFTESTS 옵션에 해당합
니다. 차이점은 setboot는 BCH와 달리 하위 검사를 개별적으
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n
off
partial

SELFTESTS

on이면 특정 펌웨어, 캐시 및 CPU에 따른 검사를 실행합니다. 이
검사는 펌웨어 외부에서 수행됩니다. off면 검사를 건너뜁니다.

on
off

early_cpu

on이면 특정 펌웨어, 캐시 및 CPU에 따른 검사를 실행합니다. 메
모리 외부에서 수행되므로 early_cpu 검사보다 빠릅니다. off
면 검사를 건너뜁니다.

on
off

late_cpu

HP 9000 시스템(PA-RISC)에서의full_memory 및 PDH 검사가
포함됩니다. HP Integrity 서버에서는 플랫폼 및 Full_memory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BCH(부팅 콘솔 핸들러) 서비스 메뉴
에 있는 FASTBOOT 옵션에 해당합니다. 차이점은 setboot는
BCH와 달리 하위 검사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
다. 참고: FASTBOOT가 on이면 검사가 수행되며, 그 반대의 경우
도 마찬가지입니다.

on
off
partial

FASTBOOT

on이면 모든 메모리 위치에서 쓰기, 읽기-쓰기 및 읽기 검사를 실
행합니다. off면 메모리 초기화만 수행합니다. HP 9000(PA-RISC
기반) 시스템에서만 지원됩니다.

on
off

full_memory

(소문자 “f”에 주의)

on이면 일반 플랫폼 하드웨어 검사를 수행합니다. off면 플랫폼
하드웨어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HP Integrity 서버에서만
지원됩니다.

on
off

Platform

on이면 전체 손상 메모리 검사를 수행합니다. off면 전체 손상
메모리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HP Integrity 서버에서만 지
원됩니다.

on
off

Full_memory

(대문자 “F”에 주의)

PDH(프로세서 종속 하드웨어)가 on이면 ROM(읽기 전용 메모
리)의 체크섬을 검사합니다. off면 검사하지 않습니다.

on
off

PDH

CEC(Central Electronic Complex)가 on이면 하위 수준 버스 변
환기와 I/O 칩을 검사합니다. off면 검사하지 않습니다.
CEC는 모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on
off

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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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SpeedyBoot 검사 (계속)

설명값검사 이름

on이면 전체 손상 메모리 검사를 수행합니다. off면 전체 손상
메모리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HP Integrity 서버에서만 지
원됩니다.

on
off

Memory_init

IO 하드웨어 검사가 on이면 시스템 펌웨어 또는 EFI 드라이버가
IO 하드웨어의 모든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부팅 장치에만
해당). off면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HP Integrity 서
버에서만 지원됩니다.

on
off

IO_HW

on이면 칩셋 검사를 수행합니다. off면 칩셋 검사를 수행하지 않
습니다. HP Integrity 서버에서만 지원됩니다.

on
off

칩셋

시스템의 SpeedyBoot 설정 보기

시스템이 현재 부팅된 경우 setboot 명령에 -v 옵션을 사용하여 SpeedyBoot 설정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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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24 시스템의 현재 SpeedyBoot 설정 표시(HP 9000 샘플 출력)
setboot -v

TEST CURRENT SUPPORTED DEFAULT NEXT BOOT
---- ------- --------- ------- ---------
all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SELFTESTS partial yes on partial
early_cpu off yes on off
late_cpu on yes on on

FASTBOOT partial yes on partial
full_memory off yes on off
PDH on yes on on

CEC off no off off

보기 2-25 시스템의 현재 SpeedyBoot 설정 표시(HP Integrity 서버 샘플 출력)
setboot -v

Primary bootpath : <none>
HA Alternate bootpath : 0/0/0/1/0
Alternate bootpath : <none>
Autoboot is ON (enabled)
TEST CURRENT DEFAULT
---- ------- -------
all partial partial
SELFTESTS on on
early_cpu on on
late_cpu on on

FASTBOOT on on
Platform on on
Full_memory on on

Memory_init on on
IO_HW off off
Chipset on on

표 2-3 SpeedyBoot 상태 테이블 헤더

설명열

SpeedyBoot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검사의 키워드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2 (6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est

각 검사의 현재 설정입니다. on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각 부팅에서 실행된다는 것
을 의미하며, off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각 부팅에서 생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artial은 일반적으로 하위 검사 일부가 각 부팅 시에 실행된다는 것을 나타냅
니다.

Current

검사가 시스템 펌웨어에 의해 지원되는지의 여부입니다. yes는 검사가 지원됨을
의미하고 no는 검사가 지원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partial은 검사의 하위 집
합 일부가 지원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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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SpeedyBoot 상태 테이블 헤더 (계속)

설명열

각 검사의 기본값입니다. on, off 및 partial의 의미는 Current의 경우와 같습
니다.

Default

다음 부팅에서 사용될 각 검사의 값입니다. 이 값이 Current와 다르면 Current 값
은 다음 번 부팅 후에 다시 설정됩니다. on, off 및 partial의 의미는 Current의
경우와 같습니다.

Next Boot

BCH 메뉴에서 부팅 시 시스템 검사 구성(HP 9000 시스템만 해당)

BCH Configuration 메뉴에서 FASTBOOT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 또는 nPartition의
SpeedyBoot 설정을 구성합니다.
1. 시스템 또는 nPartition의 시스템 콘솔에 액세스한 다음 파티션을 재설정하여 BCH
주 메뉴로 돌아갑니다.
자동 부팅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또는 nPartition을 켜거나 재설정한 후에
autoboot/autosearch가 시스템을 자동으로 부팅하지 않도록 콘솔 키보드에서
아무 키나 눌러 부팅 과정을 제어합니다. 그러면 부팅 콘솔 핸들러가 주 메뉴를 표
시합니다.

2. BCH 주 메뉴에서 co 명령을 입력하여 BCH Configuration 메뉴로 들어갑니다.
3. BCH Configuration 메뉴에서 FASTBOOT 명령을 사용하여 SpeedyBoot 설정을 나
열하거나 구성합니다.
FASTBOOT를 인수 없이 입력하여 시스템 또는 nPartition의 현재 SpeedyBoot 설정
을 표시합니다.

참고: HP는 모든 자체 검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하지만, 때로는 최대한 신속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활성화하려면 BCH Configuration 메뉴에서 FASTBOOT RUN 명령을
사용합니다.

개별 검사를 비활성화하려면 FASTBOOT test SKIP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test
는 자체 검사의 이름입니다(“PDH”, “EARLY” 또는 “LATE”).
개별 검사를 활성화하려면 FASTBOOT test RUN을 입력합니다.
자체 검사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BCH Configuration 메뉴에서 HELP
FASTBOOT를 입력합니다.

4. 원하는 설정이 반영될 때까지 단계 3를 반복한 다음 시스템을 다시 부팅합니다.

EFI 셸에서 부팅 시 시스템 검사 구성(HP Integrity 서버만 해당)

EFI 셸 환경에서 boottest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 또는 nPartition의 SpeedyBoot 설
정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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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또는 구성할 nPartition의 EFI 셸 환경에 액세스합니다.
EFI 셸에 액세스하려면 시스템 또는 nPartition을 다시 부팅하거나 재설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동 부팅 과정을 중단하고 상하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EFI Shell”
메뉴 항목을 강조 표시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선택합니다.

2. EFI 셸 환경에서 boottest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 또는 nPartition의 부팅 시 시
스템 검사를 나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지원되는 부팅 시 시스템 검사의 목록을 표시하려면 EFI 셸 프롬프트에서 boottest
-h 명령을 입력합니다.
Shell> boottest -h

Usage: BOOTTEST [on|off] | [[test] [on|off]]
test : early_cpu, late_cpu, platform, chipset,
io_hw, mem_init, mem_test

Shell>

boottest에 대한 인수로 검사의 이름을 지정하여 부팅 시 시스템 검사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boottest 명령 구문에서 testname은 아래 시스템 검사 중 하나입니다.
• early_cpu

• late_cpu

• platform

• chipset

• io_hw

• mem_init

• mem_test

boottest 현재의 부팅 시 시스템 검사 구
성을 표시합니다.

boottest testname 지정된 검사(testname)의 현재
설정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boottest mem_test는 메모
리 자체 검사 설정을 표시합니다.

boottest on 모든 부팅 시 시스템 검사를 활
성화합니다. HP는 이 설정을 권
장하지만, 때로는 필요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컴퓨터를 사용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boottest off 모든 부팅 시 시스템 검사를 비
활성화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체 검사를 비활성화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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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test testname on 지정된 검사(testname)를 활성
화합니다. 예를 들어, boottest
io_hw on은 부팅 시 I/O 하드
웨어 자체 검사를 활성화합니다.

boottest testname off 지정된 검사(testname)를 비활
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boottest Chipset off는
칩셋 부팅 시 시스템 검사를 비
활성화합니다.

3. 원하는 설정이 반영될 때까지 단계 2를 반복한 다음 시스템을 다시 부팅합니다.

부팅된 시스템에서 부팅 시 시스템 검사 구성

세 개의 setboot 옵션을 사용하여 SpeedyBoot 검사를 구성합니다.
-v SpeedyBoot 검사 설정의 상태 테이블을 표시

합니다.
-t testname=value 이후의 모든 부팅에서 비휘발성 메모리에 있

는 testname 검사의 값을 value로 변경합니
다. 변경된 내용은 SpeedyBoot 테이블의
Current 및 Next Boot 열에 나타납니다.
testname 표 2-2 (66 페이지)의 설

명에 따라 다음 키워드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all

• SELFTESTS

• early_cpu

• late_cpu

• FASTBOOT

• full_memory

• PDH

• CEC

value 다음 중 하나 사용:
• on

검사를 설정합니다.

• off

검사를 해제합니다.

• default

검사를 시스템 기본
값으로 다시 설정합
니다. 시스템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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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peedyBoot 테이
블의 Defaults 열에
표시됩니다.

참고: -t 옵션(소문자 t)은 HP 9000 시스템
에서만 지원됩니다. HP Integrity 서버에서 이
후의 모든 부팅에 대한 SpeedyBoot 설정을 변
경하려면 부팅 전 환경인 EFI 셸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FI 셸에서 부팅 시 시스템 검
사 구성(HP Integrity 서버만 해당)” (69 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T testname=value 다음 시스템 부팅 시에만 testname 검사의
value를 변경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SpeedyBoot 테이블의 Next Boot 열에 나타납
니다. 변경할 때 비휘발성 메모리는 수정되지
않으므로 Current 열에 표시된 영구 값은 부팅
후에 복원됩니다. testname 및 value는 -t
옵션의 경우와 같습니다.

setboot를 사용하여 SpeedyBoot 설정 구성

다음 예제에서는 SpeedyBoot 상태 테이블을 다양하게 변경한 결과에 대해 보여 줍니다.
변경한 후 테이블이 표시되도록 각 명령에 -v 옵션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상태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 예에는 CEC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해
당 기본값은 off이며 이 값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 setboot -t all=default -v
Primary bootpath : 10/0.0.0
Alternate bootpath : 10/12/5.0.0

Autoboot is ON (enabled)
Autosearch is OFF (disabled)

TEST CURRENT SUPPORTED DEFAULT NEXT BOOT
---- ------- --------- ------- ---------
all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SELFTESTS on yes on on
early_cpu on yes on on
late_cpu on yes on on

FASTBOOT on yes on on
full_memory on yes on on
PDH on yes on on

CEC off no off off

설치나 업데이트 등을 위해 시스템을 여러 번 부팅해야 하는 경우 모든 검사를 해제하여
부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setboot -t all=off -v
Primary bootpath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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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e bootpath : 10/12/5.0.0

Autoboot is ON (enabled)
Autosearch is OFF (disabled)

TEST CURRENT SUPPORTED DEFAULT NEXT BOOT
---- ------- --------- ------- ---------
all off partial partial off

SELFTESTS off yes on off
early_cpu off yes on off
late_cpu off yes on off

FASTBOOT off yes on off
full_memory off yes on off
PDH off yes on off

CEC off no off off

이제 이전 설정을 변경하여 속도가 느린 early_cpu 검사와 PDH 검사를 건너뛰고
late_cpu 및 full_memory 검사만 수행하도록 일반 부팅을 설정하겠습니다.
# setboot -t late_cpu=on -t full_memory=on -v
Primary bootpath : 10/0.0.0
Alternate bootpath : 10/12/5.0.0

Autoboot is ON (enabled)
Autosearch is OFF (disabled)

TEST CURRENT SUPPORTED DEFAULT NEXT BOOT
---- ------- --------- ------- ---------
all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SELFTESTS partial yes on partial
early_cpu off yes on off
late_cpu on yes on on

FASTBOOT partial yes on partial
full_memory on yes on on
PDH off yes on off

CEC off no off off

마지막으로, 다음 부팅에서는 모든 검사를 수행하고 이후의 모든 부팅에서는 late_cpu
만 검사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 setboot -t full_memory=off -T all=on -v
Primary bootpath : 10/0.0.0
Alternate bootpath : 10/12/5.0.0

Autoboot is ON (enabled)
Autosearch is OFF (disabled)

TEST CURRENT SUPPORTED DEFAULT NEXT BOOT
---- ------- --------- ------- ---------
all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SELFTESTS partial yes on on
early_cpu off yes on on
late_cpu on yes on on

FASTBOOT partial yes on on
full_memory on yes on on
PDH off yes on on

CEC off no off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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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팅 화면 중단
HP-UX 시스템에서는 부팅 중에 시작되는 하위 시스템을 보여 주는 정보 화면이 표시됩
니다. 일반적으로 로그인 프롬프트가 표시되기 전에는 키보드를 입력하면 안 되지만 가
끔 중요한 하위 시스템이 어떤 이유로 시작되지 못하는 등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면 부팅
을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Control-|

주의: 이제 시스템을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시작 및 종료 사용자 정의
이 절에서는 시스템의 부팅 시와 종료 시에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자동으로 시작하
고 중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위 시스템의 시작과 중지를 자동화하려면 다음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1. 하위 시스템이 시작되고 중지될 실행 수준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위 시스템은 시작된 실행 수준보다 한 수준 낮은 수준에서 중지되므
로 실행 수준 3에서 시작된 하위 시스템은 실행 수준 2에서 중지됩니다. 하위 시스
템은 실행 수준 1, 2 또는 3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행 수준은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행 수준 1: 최소 시스템 구성
실행 수준 2: NFS 서버를 제외한 다중 사용자 서비스
실행 수준 3: NFS 서버(로컬 파일 시스템을 공유함)
각 실행 수준에서 시작되는 하위 시스템을 보려면 /sbin/rcn.d/S*를 참조하십
시오. 여기에서 n은 실행 수준입니다.
하위 시스템이 rpc.mountd 및 nfsd와 같은 NFS 내보내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
으면 실행 수준 2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 수준 2는 HP 및 타사에서 향후 출시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덮어쓰여지지 않
는 자리 표시자를 가지므로,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반면에 실
행 수준 1에는 자리 표시자가 없으므로 덮어쓰여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 하위 시스템을 시작하고 중지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야 하는지 여부를 부팅 과정에 알려 주는 관련 구성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sbin/init.d/template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아래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3. 스크립트가 시스템 부팅 및 종료 순서 중 적절한 위치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심볼릭
링크를 만듭니다.
아래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4.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여 모든 설정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용 중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가 불편할 수 있지만, 하위 시스템
이 실제로 실행될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에서 이러한 설정을 검사할 때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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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테스트 시스템과 실제 시스템의 시작/종료 구성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제:
이 예제에서는 web_productname_daemon이라는 서버 데몬의 시작을 자동화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실행 수준을 결정합니다.

a. 실행 수준 2에서 시작된 하위 시스템을 검토합니다.
ls /sbin/rc2.d/S*
/sbin/rc2.d/S008net.sd
/sbin/rc2.d/S560SnmpMaster
/sbin/rc2.d/S100swagentd
/sbin/rc2.d/S565SnmpHpunix...

b. 실행 수준 3에서 시작된 하위 시스템을 검토합니다.
ls /sbin/rc3.d/S*
/sbin/rc3.d/S100nfs.server

/sbin/rc3.d/S100nfs.server는 portmap, rpc.mountd, nfsd 및 관련
기능을 시작하는 /sbin/init.d/nfs.server에 대한 링크입니다. 이들 중
web_productname 데몬에 필요한 것이 없으므로 자리 표시자 번호 900을 사
용하여 실행 수준 2에서 이 데몬을 시작하는 것은 안전합니다(아래 참조).
마찬가지로 자리 표시자 번호 100을 사용하여 실행 수준 1에서 스크립트를 중
지합니다.

2. 시작/종료 및 구성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sbin/init.d/template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작/종료 스크립
트를 만들고 /sbin/init.d/web_productname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sbin/sh

PATH=/usr/sbin:/usr/bin:/sbin
export PATH
web_productname_daemon="web_productname"

rval=0

killproc()
{
pid=`ps -e | awk '$NF~/'"$1"'/ {print $1}'`
if [ "X$pid" != "X" ]
then

if kill "$pid"
then

echo "$1 stopped"
else

rval=1
echo "Unable to stop $1"

fi
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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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in
'start_msg')

# message that appears in the startup checklist
echo "Starting the web_productname daemon"
;;

'stop_msg')
# message that appears in the shutdown checklist
echo "Stopping the web_productname daemon"
;;

'start')
# source the configuration file
if [ -f /etc/rc.config.d/web_productname]
then

. /etc/rc.config.d/web_productname
else

echo "ERROR: /etc/rc.config.d/web_productname MISSING"
fi

# Check to see if the web_productname daemon exists,
# is executable and should be started
if [ "$WEB_PRODUCTNAME" -eq 1 -a -x

"$WEB_PRODUCTNAMEHOME/$web_productname_daemon" ]
then

cd $WEB_PRODUCTNAMEHOME
./$web_productname_daemon
print "$web_productname_daemon started"

else
print "failed to start $web_productname_daemon"
rval=2

fi
;;

'stop')
killproc $web_productname_daemon
;;

*)
echo "usage: $0 {start|stop|start_msg|stop_msg}"
rval=1
;;

esac

exit $rval

그런 다음 위의 스크립트에게 web_productname 데몬을 찾을 위치와 이 데몬을
시작할지 여부(1=예, 0=아니오)를 알려 주기 위해 구성 파일 /etc/rc.config.d/
web_productname을 만듭니다.
#!/sbin/sh#
# v1.0 web_productname startup/kill config
# WEB_PRODUCTNAME: Set to 1 to start
# web_productname_daemon
# WEB_PRODUCTNAMEHOME: home dir for web_productname
WEB_PRODUCTNAME=1
WEB_PRODUCTNAMEHOME=/sample/web_productname/bin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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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크립트를 삭제하지 않고 시작 변수(이 경우 WEB_PRODUCTNAME)를 0으
로 설정하면 시작 시퀀스에서 하위 시스템이 제거됩니다. 이러한 스크립트는 편집
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동해서는 안 되며, 이는 HP 및 타사 스크립트의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해당 시작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려면 /etc/rc.config.d/
에서 적절한 스크립트에 있는 변수를 0으로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3. 스크립트가 시스템 부팅 및 종료 순서 중 적절한 위치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심볼릭
링크를 만듭니다.
HP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HP 또는 타사 소프트웨어를 추가할 때 실행 수
준 2에서 번호 900을 사용하는 스크립트가 덮어쓰여지지 않음을 보장하며, 실행 수
준 2는 web_productname 데몬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위치이므로 스크립트에 번
호 900을 할당하고 이 스크립트를 /sbin/rc2.d 디렉토리로 연결했습니다.
ln -s /sbin/init.d/web_productname /sbin/rc2.d/S900web_productname

S는 “시작(start)”을 나타내며 900은 실행 수준 내의 시작 순서를 나타내는 값입니
다. 따라서 이 스크립트는 실행 수준 2에서 늦게(현재 설정의 마지막으로) 시작됩니
다.
마찬가지로, HP는 실행 수준 1에서 번호 100을 사용하는 스크립트가 덮어쓰여지지
않도록 보장하므로 스크립트에 번호 100을 할당하고 /sbin/rc1.d 디렉토리로 연
결했으며, 이번에는 K(“강제 종료(kill)”를 나타냄) 코드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ln -s /sbin/init.d/web_productname /sbin/rc1.d/K100web_productname

이것은 시스템이 종료될 때 실행 수준 1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기능이 중지된 다음
에 web_productname 데몬이 중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스크립트 자체를 검사하고 스크립트가 시작과 종료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합니다.
/sbin/init.d/web_productname을 “수동으로” 여러 차례 실행하여 디버그한
다음, 위의 단계 3에서 설명한 대로 데몬이 제대로 시작되고 중지되었는지 검사하
기 위해 다시 부팅했던 테스트 시스템에 설치해 본 후, 마지막으로 실제 작업 시스
템에 설치하고 시스템을 다시 부팅합니다.

시스템 종료
• “시스템 종료 유형” (78 페이지)

— “일반적인(계획된) 시스템 종료” (78 페이지)
— “전원 공급 중단” (81 페이지)
— “불완전 시스템 종료” (82 페이지)
— “시스템 고장 / HP-UX 장애” (82 페이지)

• “특정 시스템을 종료할 때의 특별한 고려 사항” (83 페이지)
— “메일 서버” (83 페이지)
— “이름 서버” (83 페이지)
—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8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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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S 파일 서버” (84 페이지)
— “NFS 클라이언트” (84 페이지)

• “가능한 경우 시스템 종료 방지” (84 페이지)
시스템 종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종료 유형
시스템 종료에는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몇 가
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다룹니다.
• “일반적인(계획된) 시스템 종료” (78 페이지)
• “전원 공급 중단” (81 페이지)
• “시스템 고장 / HP-UX 장애” (82 페이지)
• “불완전 시스템 종료” (82 페이지)

일반적인(계획된) 시스템 종료

대부분의 시스템 종료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시스템 종료에서는 시스템과 사
용자가 준비할 시간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작업 중단을 최소화하며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 대한 개요에서 설명했듯이 개인용 컴퓨터에서와 같이 컴퓨터의 전원을 그냥 꺼
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디스크 파일에서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는 메모리에 보
관되며 업데이트됩니다. 주기적으로(기본적으로 30초마다) sync라는 프로그램이 실행
되어 계획되지 않은 시스템 종료 시 디스크에 있는 파일 시스템이 최신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디스크에 있는 파일 시스템이 메모리상의 변경 사항과 동기화됨). 그러나 sync
가 마지막으로 실행된 후 29초 동안은 아직 디스크에 반영되지 않은 메모리 상의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이 중단되면 디스크에 있는 파일 시스템 구조가
메모리상의 파일 시스템 구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이로 인해 파일이 손상되거나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음).
또한, 해당 시스템의 사용자뿐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 해당 시스템의 일부 리소스에 의
존하는 다른 시스템의 사용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용자들이 시스템 종료에 대
한 계획을 세우고 작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시스템 종료 전에는
항상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된 시스템 종료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 종료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메일
• wall 명령(wall(1M) 참조) - 해당 시스템의 사용자에게만 알리고, 해당 시스템
의 종료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의 사용자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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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알려 주거나 직접 만나서 알림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계획된 시스템 종료에 대해 가능한 한 미리 알리는 것이 가
장 중요합니다. 계획된 시스템 종료에 대해 미리 알리려면 시스템 종료 시간이 다가
올 때 다시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모든 사용자에게 시스템 종료를 알려서 대비할 기회를 제공했으면 shutdown 명령
을 실행하여 시스템의 계획된 종료를 시작합니다.
시스템 종료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시스템 종료 후 즉시 다시 부팅(shutdown의 -r 옵션 사용)
2. 시스템 종료 후 시스템 중지(shutdown의 -h 옵션 사용)
3.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일 사용자 모드로 진입(-r 또는 -h 옵션
을 사용하지 않음)

shutdown 명령의 일반적인 변형 시스템 종료의 각 유형을 보여 주는 shutdown
명령의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shutdown은 기본적으로 대화형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정지하려는지 또는 다시 부팅하려는지 여부를 shutdown에게
알려 주면 명령줄에서 생략된 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컴퓨터를 중
지하거나 다시 부팅하려는지 여부를 shutdown에게 알려 주지 않으면 단일 사용자
모드로 시스템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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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26 시스템 종료 후 다시 부팅

즉시 시스템을 종료하고 다시 부팅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bin/shutdown -r 0

보기 2-27 시스템을 종료하고 대기한 후 다시 부팅

시스템 사용자에게 진행 중인 작업을 정리하고 로그아웃할 수 있는 시간으로 3분
(180초)을 제공한 다음 시스템을 종료하고 즉시 다시 부팅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
다.
/sbin/shutdown -r 180

보기 2-28 시스템 종료 후 정지

시스템을 즉시 종료하고 정지하여 안전하게 전원이 끄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sbin/shutdown -h 0

보기 2-29 단일 사용자 모드로 시스템 종료

단일 사용자 모드로 시스템을 종료하려면 shutdown 명령에서 -h 또는 -r 옵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예제의 경우에는 7분(420초) 동안의 유예 시간이 주어져 있
습니다.
/sbin/shutdown 420

참고: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HP-UX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
다! 이 명령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시스템 종료 권한은 일반적으로 수퍼유저에게만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한 경우 수퍼유저가 주변에 없을 때 다른 사용자가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에게 권한을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tc/shutdown.allow 파
일은 수퍼유저가 없을 때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수퍼유저
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hutdown(1M) 맨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shutdown이 실행되면 다음을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PATH 환경 변수를 다음 값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usr/bin:/usr/sbin:/sbin

• IFS 환경 변수를 다음 값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space tab new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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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을 종료하려는 사용자에게 종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etc/
shutdown.allow 파일 확인).

•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루트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 sync 명령을 실행하여 메모리에 있는 파일 시스템 변경 사항이 디스크의 파일 시
스템 구조와 수퍼 블록에 업데이트되도록 합니다. 이것은 시스템 종료의 가장 중요
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 실제 사용자 ID를 수퍼유저 ID로 설정합니다(사용자 ID에 대한 내용은 setuid(2)
참조).

• 시스템에 현재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에게 시스템이 종료될 것이라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기본 브로드캐스트 메시지가 있지만 원하는 경우 자체 브로드
캐스트 메시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sbin/rc가 실행되면 하위 시스템을 종료하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하며,
시스템을 실행 수준 0으로 만들기 위한 다른 작업을 수행합니다. 시스템을 즉시 다
시 부팅하지 않는 경우, 실행 수준 0에서 안전하게 시스템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단일 사용자 모드로 종료하지 않으려는 경우(보기 2-29 (80 페
이지) 참조) -h 또는 -r 옵션이 각각 지정되어 있으면 /sbin/reboot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시스템을 정지하거나 다시 부팅합니다.

전원 공급 중단

모든 시스템 종료가 계획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원 공급 중단은 계획되
지 않은 시스템 종료의 한 가지 예입니다.
많은 HP-UX 시스템에는 UPS(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컴퓨터의
주 전원에 장애가 발생한 후 잠시 동안 시스템에 전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원 중단
시간이 짧은 경우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설치된 시스템은 전혀 전원 중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원 공급 중단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에
서 제공하는 완충 기간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시스템 종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적인(계획된) 시스템 종료” (7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P PowerTrust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설치된 컴퓨터는 upsmond라는 특수 데몬으
로 모니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몬이 실행되면 메모리에 상주합니다(스왑 불가능).
upsmond는 전원 장치와 통신하며, 전원이 미리 구성된 기간보다 오랫동안 꺼져 있으면
upsmond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완전 종료(clean shutdown)를 수행합니다.
모든 HP-UX 시스템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정전 전
원 공급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전원 공급 중단으로 인해 불완전 시스템 종료
(unclean shutdown)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메모리 덤프가 수행되지 않으며,
최근 디스크 변경에 대한 버퍼가 여전히 메모리에 남아있으며 sync 프로그램에 의해
디스크에 쓰여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완전 시스템 종료” (82 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컴퓨터와 주변 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원이 다시 공급될 때 장비에 손상을 주는 파워 서지(power surge)의 가능성이 줄
어듭니다. 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일반적인 부팅 절차를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준
부팅” (3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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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시스템 종료

시스템이 올바르게 종료되면 메모리에 있는 모든 파일 시스템 변경 사항이 디스크에 쓰
여지며, 디스크의 파일 시스템은 완전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시스
템 종료(예: 전원 공급 중단)가 발생하면 메모리에 있는 정보가 디스크에 쓰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디스크에 쓰여지지 않은 메모리의 정보로 인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특정 파일 시스템은 “완전한” 플래그 집합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팅 과정 중에 특별한 작업이 수행됩니다. fsck(file system consistency
checker)는 /etc/fstab 파일에 나타난 모든 파일 시스템에서 완전한 플래그를 검사하
면서 완전한 플래그 집합을 가지지 않은 파일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fsck는 이러한 파일 시스템에 대해 점검/복구 작업을 수행하여 적절하지 않은 시스템
종료로 인한 문제를 찾고 수정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 fsck는 모든 구조적 문제를 찾아
서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파일 시스템은 완전한 것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파일 시스템 손상이 fsck가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fsck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대화형
모드에서 이 명령을 사용해야 한다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고 종료합니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가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의 백업 사본을 작성해 두지 않은
경우 대화형 모드로 fsck를 사용하기 전에 중요한 파일을 테이프에 백업하거나 다른
파일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백업하십시오.
fsck를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fsck(1M)
• fsck_cachefs(1M)
• fsck_hfs(1M)
• fsck_vxfs(1M)

시스템 고장 / HP-UX 장애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시스템 고장이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시스템이 예기치 않게 스
스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행해야 하는 작업과 시스템 고장 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덤프 장치 구성” (8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단일 사용자 모드

HP-UX 시스템에서는 단일 사용자 모드라는 특수한 운영 모드가 제공됩니다. 시스템이
단일 사용자 모드이면 콘솔만 활성화되며 HP-UX의 많은 하위 시스템이 실행되지 않습
니다. 이 모드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유지 관리에 사용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시
스템을 단일 사용자 모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을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합니다(Itanium 서버 시스템을 단일 사용자 모드
로 부팅하는 방법은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 (50 페이지), PA-RISC 서버를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하는 방법은 “단일 사용자 모드로 부팅” (62 페이지) 참조).

2. 상위 실행 모드에서 단일 사용자 모드로 시스템을 종료합니다(“일반적인(계획된)
시스템 종료” (78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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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스템을 종료할 때의 특별한 고려 사항
해당 시스템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도 네트워크상의 시스템 종료로 인해 영
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음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시스템 종료
를 계획할 때 적어도 다른 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용자가 영향을 받기 전에 시스템 종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 종료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메일 서버

시스템이 메일 서버인 경우 사용자의 전자 메일을 받으며 사용자의 전자 메일 발송을 처
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스템이 다운되면 일반적으로 수신 메일은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로 돌아오면 배달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보관됩니다. 컴퓨터
가 오랫동안 다운되면 컴퓨터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을 보낸 다른 컴퓨터에서는 배달 불
가능으로 전자 메일이 전자 메일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을 통해 전자 메일을 받는 사용자는 시스템이 다운된 동안 메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 서버

컴퓨터가 네트워크 이름 서버(예: DNS 이름 서버)면 컴퓨터 별명을 자체 사용자 및 해당
컴퓨터를 이름 서버로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 사용자의 IP 주소로 변환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이름 전환 정보의 여러 소스를 사용하도록 구성되므
로 시스템이 다운되면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대체 이름 서버나 로컬 호
스트 파일을 사용하거나 직접 IP 주소를 사용하여 원격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tc/resolv.conf 파일을 편집하여 컴퓨터가 컴퓨터 이름을 IP 주소로 매핑하는 데
사용할 시스템(또는 다른 소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컴퓨터가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경우, 즉 컴퓨터가 여러 개의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가지며 여러 네트워크(서브넷)의 구성원인 경우, 이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없으면 네트워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의 예로
샘플 네트워크의 flserver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가 다운되면 다른 게
이트웨이 컴퓨터가 있어서 트래픽을 처리해 주지 않는 한 하나의 서브넷에 있는 컴퓨터
가 다른 서브넷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컴퓨터를 종료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네트워크의 사용자
에게 다른 서브넷의 컴퓨터와 통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능한 한 일찍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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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네트워크에 서브넷이 여러 개인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하는
때에 컴퓨터를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되도록 네트워크에 중복 시스템을 구축
하십시오.

NFS 파일 서버

컴퓨터가 NFS 파일 서버라면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컴퓨터들은 이 컴퓨터에 있는 하나
이상의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여 자체 디렉토리 트리에 속하도록 합니다. 시스템이 중
단된 경우 다른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의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액세
스를 시도하면 파일 시스템이 하드 마운트된 경우 액세스가 정지되고 소프트 마운트된
경우 오류가 반환됩니다.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고 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정상적으
로 작동하거나 오래된 파일 처리 오류를 반환합니다. 못 쓰게 된 파일 처리 오류가 발생
한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했다가 다시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온
라인으로 돌아온 후에 다른 시스템에서 다시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려면 다
시 부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작업 순서는 해당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을 NFS 마운트한 시스템의 관리자
에게 해당 시스템을 종료하기 전에 NFS 마운트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하도록 알
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관리자는 해당 컴퓨터가 온라인 상태로 돌아올 때 NFS
파일 시스템을 다시 마운트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지 않
아도 됩니다.
“하드” 및 “소프트”같은 마운트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unt_nfs(1m) 맨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것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컴퓨터 A가 컴퓨터 B에서 NFS 마운트
한 파일 시스템을 가지며 컴퓨터 B가 통지 없이 종료된 컴퓨터 C에서 NFS 마운트한 파일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부팅되어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 B
의 관리자는 컴퓨터 A의 관리자에게 컴퓨터 B에서 NFS 마운트한 파일 시스템을 모두 마
운트 해제하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A역시컴퓨터 C의 종료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다시 부팅되어야 합니다.

NFS 클라이언트

NFS 클라이언트가 다른 컴퓨터의 NFS 서버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의 컴퓨터 B
는 NFS 클라이언트 및 서버의 역할을 모두 수행) NFS 서버에 영향을 주지 않고 NFS 클
라이언트를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NFS 클라이언트가 다시 부팅되었을
때 NFS 서버에서 파일 시스템을 다시 마운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부팅 과정 중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시스템 종료 방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일반적이고 계획된 시스템 종료가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버의 중단을 점점 더 꺼리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온라인 추가 및 교체 기능을 사용하면
많은 경우에 서버의 종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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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R(PCI 카드의 온라인 추가 및 교체)

HP-UX의 OLA/R(PCI 카드 온라인 추가 및 교체) 기능은 시스템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
지 않고 고장난 인터페이스 카드를 교체하거나 실행 중인 시스템에 새 인터페이스 카드
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OLA/R 개념과 절차는 인터페이스 카드 OL* 지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덤프 장치 구성
HP-UX 시스템 고장(시스템 장애)은 드물지만, 일단 발생하고 나면 필요한 경우 메모리
의 내용을 분석하여(또는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고장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
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HP-UX 시스템 고장 시에 발생하는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
서: 개요 볼륨에 있는 “비정상적 종료” 절을 참조하십시오.
HP-UX 11i v3 이후로는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덤프 동작과 덤프 장치의 구성에
crashconf 명령을 사용합니다. crashconf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rashconf(1M)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크래시 덤프와 관련된 시스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 ioscan(1M)
• fstab(4)
• alwaysdump(5)
• dontdump(5)
• dump_compress_on(5)
• dump_concurrent_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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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스템 관리
이 장에서는 단일 사용자 또는 다중 사용자 시스템을 관리할 때 사용되는 일상적인 작업
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 “디스크 관리 - 요약 설명서 예” (87 페이지)
• “대용량 파일 관리” (106 페이지)
• “FTP 관리” (109 페이지)
• “데이터 백업” (112 페이지)
• “데이터 복원” (123 페이지)
• “디렉토리 백업 및 복구: tar의 요약 설명서” (126 페이지)
• “방법” (127 페이지)

— “실행 중인 HP-UX 운영 체제 버전 확인” (127 페이지)
— “시스템 실행 수준 확인” (127 페이지)
— “cron 작업 예약” (128 페이지)
— “작업 그룹에 사용자 추가” (128 페이지)
— “분산 시스템 그룹 또는 Serviceguard 클러스터 관리” (137 페이지)
—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HP-UX에서 HP-UX로)” (132 페이지)
— “리소스 이동” (133 페이지)
— “디렉토리 스택 가져오기” (134 페이지)
— “예약된 중단 시간 동안 작업 진행” (135 페이지)
— “시스템의 디스크 사용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 (135 페이지)
— “대용량 파일 찾기” (136 페이지)
— “파일 시스템 특성 조사” (136 페이지)

• “주변 장치 추가” (137 페이지)

디스크 관리 - 요약 설명서 예

참고: 다음 절차를 수행하려면 수정하고 있는 시스템의 root 사용자여야 합니다.

• “볼륨 그룹에 디스크 추가” (88 페이지)
• “논리 볼륨 추가” (89 페이지)
• “미러링과 함께 논리 볼륨 추가” (90 페이지)
• “논리 볼륨 확장” (91 페이지)
• “HP SMH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의 논리 볼륨 확장” (92 페이지)
• “논리 볼륨 축소” (94 페이지)
• “논리 볼륨 제거” (99 페이지)
• “비엄격한 미러링을 사용하여 기존 논리 볼륨에 미러 추가” (99 페이지)
• “논리 볼륨에서 미러 제거” (10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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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시스템의 논리 볼륨으로 디렉토리 이동” (103 페이지)

볼륨 그룹에 디스크 추가
디스크 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지침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요약 설명서로, HP SMH를 사용합니다.
1. 시스템을 종료하고 시스템의 전원을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종료” (7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시스템에 디스크를 연결하고 전원을 켭니다.
3. 디스크의 전원을 켭니다.
4. 시스템을 부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부팅” (33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5. HP SMH 홈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http://system:2301

6. Tools, Disks and File Systems, Disks를 선택합니다. 추가할 새 디스크가 장치
목록에 있어야 하며 Use 열에 “unused”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스크는 기존
볼륨 그룹에 추가할 수도 있고 새 볼륨 그룹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디스크를 새 볼륨 그룹에 추가하려면 볼륨 그룹 탭을 클릭합니다. 그
러면 기존 볼륨 그룹이 표시됩니다.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VG 만들기... 작업을
클릭합니다. 새 볼륨 그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미사용 디스크 선택...을 클릭합니
다. 그러면 할당할 수 있는 사용되지 않은 디스크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디
스크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옵션을 구성합니다. 만들기를 클릭
합니다.
기존 볼륨 그룹에 디스크를 추가하려면 디스크 레이블이 “미사용”이여야 합니다.
볼륨 그룹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존 볼륨 그룹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목록에서
대상 볼륨 그룹을 선택합니다.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VG 확장... 작업을 클릭합니
다. 미사용 디스크 선택을 클릭하고 원하는 디스크를 선택한 다음 선택을 클릭합니
다. 원하는 옵션을 구성하고 확장을 클릭합니다.
HP SMH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LVM 디스크로 구성할 때 필요에 따라 디스크 미러
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
륨 관리 참조).
이 디스크의 드라이버가 이미 커널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HP SMH를 사
용하여 구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디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다시 부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볼륨 그룹을 작업 그룹에 있는 다른 시스템으로 내보내려면 볼륨 그룹 탭을 클릭하
고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작업 목록에서 VG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옵션
을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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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볼륨 추가
LVM(Logical Volume Manag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
리 볼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HP SMH 사용에 대한 요약 설명서입니다.

참고: 디스크 스트라이핑을 사용하여 논리 볼륨을 구성하려면 볼륨 그룹에 물리 볼륨
이 두 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MH에서 논리 볼륨을 스트라이핑
하는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에 있는 “디
스크 스트라이핑 설정” 참조).

1. 논리 볼륨에 필요한 디스크 공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MB의 스왑을 추가하거나 500MB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프
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HP SMH 홈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3. 필요한 만큼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 볼륨 그룹을 찾습니다.

Tools, Disks and File Systems, File Systems를 선택합니다. 볼륨 그룹 탭을 클
릭합니다. 그러면 볼륨 그룹의 목록과 각각에 대해 사용 가능 공간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볼륨 그룹 vg01에 600MB의 사용 가능한(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있음이
표시됩니다.

4. 새 논리 볼륨에 맞는 사용 가능한 공간이 충분한 볼륨 그룹을 확인합니다.
5. 논리 볼륨 탭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작업 목록에서 LV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6. 확인한 볼륨 그룹을 선택하여 논리 볼륨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새 논리 볼륨
의 이름, 크기 및 기타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7. 예를 들어 lvol7라는 이름으로 500MB 크기의 논리 볼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 그룹의 다른 시스템과 새 파일 시스템을 공유하려면 HP System Management
Homepage의 Tools Network Services Configuration Network File Systems 페이지
로 이동하여 Share/Unshare File Systems (Export FS)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 페이지
에서 어떤 로컬 파일 시스템을 어떤 외부 시스템에 공유할지를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 HP SMH에서 새 논리 볼륨이 만들어지고 새 파일 시스템에 이
논리 볼륨이 마운트됩니다. 예를 들어 /dev/vg01/lvol7이 /work/project5에 마
운트됩니다.

파일 시스템 만들기
HP SMH를 사용하여 논리 볼륨에서 새 파일 시스템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HP SMH 홈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2. Tools, Disks and File Systems, File Systems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오른쪽에서
원하는 파일 시스템 추가 작업(예: HFS 추가...)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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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운트 지점을 입력하고 미사용 LV 선택...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논
리 볼륨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4. 원하는 논리 볼륨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클릭합니다. 파일 시스템 추가 페이지로 돌
아갑니다.

5. 원하는 파일 시스템 속성과 마운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있는
file_system_type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미러링과 함께 논리 볼륨 추가
미러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를 참조하십
시오. 다음 예에서는 HP SMH를 사용합니다.
1. 미러 사본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이 예에서는 미러를 하나 사용합니다. 즉, 온라인 데이터가 두 개(원본과 미러 사본)
가 됩니다.

2. 논리 볼륨에 필요한 디스크 공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500MB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프로젝트를 추가한다고 합시다.
이 경우 사용 가능한 공간이 1000MB 이상인 볼륨이 있어야 합니다. 500MB는 원본
에 사용되고 500MB는 미러 사본에 사용됩니다.

3. HP SMH 홈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4. Tools, Disks and File Systems, Volume Group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사
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 볼륨 그룹을 선택합니다.
엄격한 미러링(HP 권장)을 사용할 경우 볼륨 그룹에 두 디스크 각각에 대해 500MB
이상을 갖는 논리 볼륨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엄격한 미러링을 사용하면 원본 데이
터와 미러 사본이 별도의 디스크에 있게 됩니다.
사용 가능 열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숫자는 현재 논리 볼륨에 할당되지 않은
각 볼륨 그룹의 디스크 공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vg01에 약 2500MB의 전체 공간 중 1800MB가 할당되지 않은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세부 정보 보기에서는
vg01이 두 개의 디스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디스크에 500MB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5.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논리 볼륨 탭을 클릭합니다. 미러링할 논리 볼륨을 선택하고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미러 추가... 작업을 클릭합니다.미러 추가 페이지가 표시됩
니다.

6. 원하는 미러된 데이터 이미지의 수(이 예에서는 하나)와 원하는 옵션을 입력합니다.
PV 선택...을 클릭하여 미러된 논리 볼륨을 다른 물리적 드라이브에 배치할 수 있습
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가 표시됩니다.추가를 클릭합니다.

7. 사용 가능한 물리 볼륨이 하나 뿐인 경우 논리 볼륨의 할당 정책 설정을 비엄격으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 볼륨 페이지에 있는 목록에서 미러된 논리 볼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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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LV 수정... 작업을 클릭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HP SMH가 각 논리 볼륨(원본 데이터와 미러 사본)에 500MB의 논리 볼륨을 작성
합니다. 논리 볼륨 페이지의 미러 열에서 선택한 논리 볼륨에 이제 “1”이 표시됩니
다.

논리 볼륨 확장
LVM(Logical Volume Manag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
리 볼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HP SMH를 사용합니다.
1. 논리 볼륨에 더 필요한 디스크 공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MB의 스왑을 추가하려고 하거나 기존 프로젝트에 추가로 1000MB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이 논리 볼륨에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에 열린 파일이 없고 현재 작업 중인 사용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user -cu /work/project5

참고: 파일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공유한 경우(내보낸 경우)에는 fuser 명령
을 사용하여 공유한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사용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
버에서 마운트를 해제하기 전에 해당 시스템에서 마운트를 해제합니다.

3.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mount /work/project5

4. HP SMH 홈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5. Tools, Disks and File Systems, Logical Volumes를 선택합니다. 논리 볼륨 페이
지가 표시됩니다.

6. 확장할 논리 볼륨을 선택하고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LV 확장... 작업을 클릭합니다.
LV 확장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7. VG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원하는 증가 작업에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새 크
기 필드에 새로운 총 공간 값을 입력합니다. 확장을 클릭합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
면 뒤로를 클릭하여 논리 볼륨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선택한 논리 볼륨의 크기가 늘
어난 것을 확인합니다.

8. 파일 시스템을 다시 마운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mount /dev/vg01/lvol5 /work/project5

9. NFS 클라이언트에서 /work/project5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서버에서 다시
공유합니다.
(shareall -F nfs /work/project5)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다시 마운트합니다.
mount -F nfs serversys: /work/project5 /work/localprojec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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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SMH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의 논리 볼륨 확장
논리 볼륨을 확장하려면 우선 논리 볼륨에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해야 합
니다. /var 및 /usr과 같은 시스템 디렉토리의 경우에는 단일 사용자 모드가 되어야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루트 디렉토리(/)가 있는 논리 볼륨을 확장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별도
의 루트 및 부팅 파일 시스템이 있는 경우 /stand에도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설명한 절
차에 따라 루트 파일 시스템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extendfs의 요구에 따라 현재 루트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할 수 없고, 루트 파일 시스템이 연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
다. 따라서 단일 사용자 모드로 종료해도 해당 시스템을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단일 사
용자 모드에서는 /stand를 마운트 해제할 수 있지만 수행할 작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로 /stand를 변경하면 시스템을 부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루트 파일 시스템을 확장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복구 중에 루트 및/또는 부팅 파일 시스템의 크기를 변경하여 Ignite-UX를 통해 복
구 아카이브를 만들고 시스템을 대화형으로 복구합니다.

• 다른 루트 디스크를 만들고 마운트합니다(현재 루트 디스크 대신 필요한 루트 및 부
팅 파일 시스템의 크기로).

JFS를 루트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고 OnLineJFS 제품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한
연속적인 디스크 공간이 충분하면 마운트 해제하지 않고 원래 루트 파일 시스템을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usr를 확장합니다. 즉, HP SMH가 /usr/sbin에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새 HP-UX 릴리즈로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 swinstall에서 다음과 같은 오
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류:    파일 시스템 "/usr"의 사용된 디스크 공간이
         57977KB만큼 증가합니다.
         이 작업은 이 볼륨의 사용 가능한 최소 공간을 초과합니다.
         사용 가능한 사용자 디스크 공간의 최소 여우 임계값을
         초과하여 설치하지 못하도록 10854KB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 예에서는 /usr 볼륨을 10MB 확장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2MB로 올려야 합니다.
1. root로 로그인합니다.
2. 사용 가능한 공간을 찾습니다.

/sbin/vgdisplay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 볼륨 그룹 -
VG 이름                    /dev/vg00
VG 쓰기 권한                읽기/쓰기
VG 상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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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LV                    255
현재 LV                    8
열린 LV                    8
최대 PV                    16
열린 PV                    1
활성 PV                    1
PV당 최대 PE                2000
VGDA                      2
PE 크기(MB)                 4
총 PE                      249
할당된 PE                   170
사용 가능한 PE               79
총 PVG                     0

사용 가능한 PE 항목은 4MB 크기의 사용 가능한 확장 영역 개수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79개이며 316MB와 같습니다.

3. 단일 사용자 상태로 변경합니다.
/sbin/shutdown

그러면 /usr이 마운트 해제됩니다(아래 참조).

4. /usr이 마운트된 지점을 확인합니다(기본적으로 /dev/vg00/lvol7).
/sbin/mount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 on /dev/vg00/lvol1 defaults on Sat Jun 30 23:19:19 2007
/usr on /dev/vg00/lvol7 defaults on Wed Jun 27 23:19:28 2007

5. 논리 볼륨을 확장합니다.
/sbin/lvextend -L new_size /dev/vg00/lvol7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bin/lvextend -L 332 /dev/vg00/lvol7

명령은 이 볼륨의 크기를 332MB로 증가시킵니다.

6. /usr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sbin/umount /usr

extendfs는 마운트 해제된 볼륨에서만 동작하므로 이것은 다음 단계를 위해 필요
한 작업입니다.

7. 파일 시스템 크기를 논리 볼륨 크기로 확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bin/extendfs /dev/vg00/rlvol7

8. /usr을 다시 마운트합니다.
/sbin/mount /usr

9. 시스템을 다시 부팅합니다.
/sbin/reboo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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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볼륨 축소
다음은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이 있는 논리 볼륨의 크기를 축소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예
제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작업에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일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 lvol2

주의: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중요 데이터가 포함된 논리 볼륨의 크기
를 축소시키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백업하십시오. 현재 파일 시스템이 새로운(축소된)
논리 볼륨 크기보다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데이터가 포함된 논리 볼륨의 크기
를 축소하면 데이터가 잘려 손실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나 중요한 파일 시스템 구조가 잘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컨테이너(논리 볼륨) 크
기를 축소하기 전에 내용(파일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축소해야 합니다.

참고:  여기에 소개된 예는 수동 명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HP System Management
Homepage에서 이 절차에 있는 여러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VxFS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논리 볼륨의 크기 축소

절차 요약
• 이 절차 중에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없어야 합니다.
• 안전을 위해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 주변 논리 볼륨의 크기를 축소할 때 파일 시스템 구조나 데이터가 잘리지 않도록

fsadm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의 크기를 축소합니다.
• lvreduce를 사용하여 주변 논리 볼륨의 크기를 축소합니다.
• 손실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 크기가 조정된 논리 볼륨에 복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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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새 논리 볼륨의 크기가 500MB인 /work/project5 디렉토리에 현재 마운트된
VxFS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논리 볼륨 /dev/vg01/lvol2의 크기를 축소하려면 다음
을 수행합니다.
1. 논리 볼륨의 파일 시스템에 열린 파일이 없고,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가 파일 시
스템 내에 없는지 확인합니다.
fuser -cu /work/project5

참고: 파일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공유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로컬 파일 시스템과 NFS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에서
fuser 작동). 그런 다음 서버에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하기 전에 원격 클라
이언트 시스템에서 마운트 해제합니다.

2.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tar 또는 pax와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축소할 논리 볼륨에 포함된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논리 볼륨에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
이스에 맞는 백업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예에서 /work/project5를 테이프 장치
에 백업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cd /work/project5
pax -w -f /dev/rtape/tape4QIC150 .

또는 축소할 논리 볼륨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 위치에 파일 시스템의 내용을 복사합
니다.
pax -rw /work/project5 /somewhere_else/project5

다른 백업 유틸리티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지만 논리 볼륨 축소로 인해 데
이터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3. 논리 볼륨(컨테이너)의 크기를 축소하기 전에 파일 시스템(내용)이 새로 축소된 크
기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컨테이너는 논리 볼륨 /dev/vg01/lvol2입니다.
• 내용은 현재 /work/project5에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입니다.
fsadm 명령에 -b 옵션을 사용하여 VxFS 파일 시스템의 크기를 더 작은 논리 볼륨
에 맞도록 축소합니다. fsadm이 파일 시스템의 크기를 축소하는 동안 해제할 디스
크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이동하여 축소 후 파일 시스템의 일부로 남을 디스크
공간에 모든 파일 시스템 데이터가 있도록 합니다. 또한 중요한 파일 시스템 구조를
자르지 않고 주변 논리 볼륨의 크기를 안전하게 축소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전 단계에서 미리 데이터 백업을 만들어야 하지만, fsadm을 사용하
면 보통 이 백업을 사용하여 손실된 데이터를 복원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2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sadm -b 512000 /work/project5

2. 이 작업에는 버전 3 이상의 디스크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이보다 낮은 버전의 디스크 레이아웃에서는 파
일 시스템 구조 구성 요소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제거할 섹터에 사용 중인 파일 시스템 리소스가 있으면 파
일 시스템 크기 축소가 실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sadm_vxfs(1M)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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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VxFS 파일 시스템의 경우 fsadm 명령에서는 -b 옵션의 단위로 DEV_BSIZE
바이트 섹터를 사용합니다. 이 예와 해당 시스템(가능한 경우)에서는3,
DEV_BSIZE=1024입니다. 따라서 위 명령에서 -b 512000는 500MB를 나타냅니
다.

4. 파일 시스템의 새로 축소된 크기에 따라 논리 볼륨의 새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 예와 같이 논리 볼륨에 파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논리 볼륨의 새 크기
는 포함될 파일 시스템의 크기보다 커야 합니다. 현재 파일 시스템의 크기를 확인하
려면 bdf 명령을 사용합니다. bdf 명령은 마운트된 모든 볼륨의 크기를 표시합니
다(KB 단위). bdf 출력의 kbytes 열에는 현재 각 파일 시스템에 할당된 공간이 표
시됩니다.
#bdf
Filesystem kbytes used avail %used Mounted on
/dev/vg00/lvol3 1048576 310784 732088 30% /
/dev/vg00/lvol1 1835008 150288 1671656 8% /stand
/dev/vg00/lvol8 4587520 603288 3956664 13% /var
/dev/vg00/lvol7 4423680 2976080 1436312 67% /usr
/dev/vg00/lvol4 524288 72672 448096 14% /tmp
/dev/vg00/lvol6 7274496 4211304 3039272 58% /opt
/dev/vg00/lvol5 114688 5792 108056 5% /home
/dev/vg01/lvol2 512499 49142 412107 11% /work/project5
#

5.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lvreduce는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논리 볼륨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umount /work/project5

6. 논리 볼륨의 크기를 축소시킵니다.
lvreduce -L 500 /dev/vg01/lvol2

이렇게 하면 논리 볼륨 /dev/vg01/lvol2가 500MB로 축소됩니다.

7.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mount /dev/vg01/lvol2 /work/project5

그러면 파일 시스템이 이전에 마운트했던 디렉토리에 다시 마운트됩니다.

참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논리 볼륨의 크기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디
렉토리에 마운트할 수도 있으며, 문제는 없습니다.

8. 새로 크기가 조정되어 다시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가(있는 경우)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미리 만들어 둔 백업에서 손상된 데이
터를 복원하거나, 안전을 위해 전체 파일 시스템을 복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3. DEV_BSIZE는 /usr/include/sys/param.h(<sys/param.h>) 파일에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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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somewhere_else
pax -rw . /work/project5

위 명령은 2단계에서 두 번째 pax 명령을 사용하여 만든 대체 위치
somewhere_else에서 파일을 복구합니다.

9. NFS 클라이언트에서 이전에 /work/project5를 사용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
용하려면 서버에서 다시 공유합니다.
share -F nfs /work/project5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다시 마운트합니다.
mount -F nfs serversys:/work/project5 /work/localproject5

예: HFS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논리 볼륨의 크기 축소

HFS 파일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에서 마운트되는 동안에는 VxFS 파일 시스템의 경우와
같이 조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운트된 HFS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논리 볼륨을 축
소하는 절차는 앞의 예와 약간 다릅니다.
/work/project5에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이 HFS 파일 시스템이고, 주변 논리 볼륨에
대해 보류 중인 축소를 고려하여 파일 시스템 크기를 축소해야 하는 경우, 기존 파일 시
스템을 제거하고 대신 더 작은 새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차 요약
• 이 절차 중에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없어야 합니다.
• 나중 복원을 위해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 lvreduce를 사용하여 주변 논리 볼륨의 크기를 축소합니다.
• newfs를 사용하여 새로 크기가 조정된 논리 볼륨에 새 HFS 파일 시스템을 만듭니
다.

• 새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 만들어 둔 백업에서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축소된 새 논리 볼륨의 크기가 500MB인 /work/project5 디렉토리에 현재 마운트된
HFS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논리 볼륨 /dev/vg01/lvol2의 크기를 축소하려면 다음
을 수행합니다.
1. 논리 볼륨의 파일 시스템에 열린 파일이 없고,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가 파일 시
스템 내에 없는지 확인합니다.
fuser -cu /work/projec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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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파일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공유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로컬 파일 시스템과 NFS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에서
fuser 작동). 그런 다음 서버에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하기 전에 원격 클라
이언트 시스템에서 마운트 해제합니다.

2.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tar 또는 pax와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축소할 논리 볼륨에 포함된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논리 볼륨에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
이스에 맞는 백업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예에서 /work/project5를 테이프 장치
에 백업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cd /work/project5
pax -w -f /dev/rtape/tape4QIC150 .

또는 축소할 논리 볼륨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 위치에 파일 시스템의 내용을 복사합
니다.
pax -rw /work/project5 /somewhere_else/project5

중요: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백업에서 데
이터를 복원해야 합니다.

3. VxFS 파일 시스템의 경우와 달리, fsadm 명령에 -b 옵션을 사용하여 HFS 파일 시
스템의 크기를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H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umount /work/project5

4. 논리 볼륨의 크기를 축소시킵니다.
lvreduce -L 500 /dev/vg01/lvol2

이렇게 하면 논리 볼륨 /dev/vg01/lvol2가 500MB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데이
터와 파일 시스템 구조의 일부를 잘라 기존 파일 시스템의 무결성을 파괴할 수도 있
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단계에서 백업을 만듭니다.

5. newfs를 사용하여 새로 축소된 논리 볼륨에 새 파일 시스템 구조를 만듭니다.
# newfs -F hfs /dev/vg01/rlvol2
mkfs (hfs): Warning - 208 sector(s) in the last cylinder are not allocated.
mkfs (hfs): /dev/vg01/rlvol2 - 524288 sectors in 1561 cylinders of 12 tracks, 28 secs
536.9Mb in 98 cyl groups (16 c/g, 5.51Mb/g, 832 i/g)
Super block backups (for fsck -b) at:

16, 5424, 10832, 16240, 21648, 27056, 32464, 37872, 43280, 48688,
54096, 59504, 64912, 70320, 75728, 81136, 86032, 91440, 96848, 102256,
107664, 113072, 118480, 123888, 129296, 134704, 140112, 145520, 150928, 156336,
161744, 167152, 172048, 177456, 182864, 188272, 193680, 199088, 204496, 209904,
215312, 220720, 226128, 231536, 236944, 242352, 247760, 253168, 258064, 263472,
268880, 274288, 279696, 285104, 290512, 295920, 301328, 306736, 312144, 317552,
322960, 328368, 333776, 339184, 344080, 349488, 354896, 360304, 365712, 371120,
376528, 381936, 387344, 392752, 398160, 403568, 408976, 414384, 419792, 425200,
430096, 435504, 440912, 446320, 451728, 457136, 462544, 467952, 473360, 478768,
484176, 489584, 494992, 500400, 505808, 511216, 516112, 521520
#

6. 축소된 새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mount /dev/vg01/lvol2 /work/projec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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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파일 시스템이 이전에 마운트했던 디렉토리에 다시 마운트됩니다.

참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논리 볼륨의 크기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디
렉토리에 마운트할 수도 있으며, 문제는 없습니다.

7. 필요한 경우 2단계에서 만든 백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d /somewhere_else
pax -rw . /work/project5

위 명령은 2단계에서 두 번째 pax 명령을 사용하여 만든 대체 위치
somewhere_else에서 파일을 복구합니다.

8. NFS 클라이언트에서 이전에 /work/project5를 사용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
용하려면 서버에서 다시 공유합니다.
share -F nfs /work/project5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다시 마운트합니다.
mount -F nfs serversys:/work/project5 /work/localproject5

논리 볼륨 제거
이 예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논리 볼륨 또는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가 들어 있는 논리
볼륨을 제거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HP SMH를 사용합니다.

주의: 논리 볼륨을 제거하면 논리 볼륨에 들어 있는 파일 시스템의 내용이 손상됩니
다.

1. HP SMH 홈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2. Tools, Disks and File Systems, Logical Volumes를 선택합니다. 논리 볼륨 페이
지가 표시됩니다.

3. 제거할 논리 볼륨을 선택하고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LV 제거... 작업을 클릭합니다.
논리 볼륨 제거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제거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 공간을 사용하여 기존 논리 볼륨을 확장하거나 새 논리 볼륨을 만들 수 있습니
다.

비엄격한 미러링을 사용하여 기존 논리 볼륨에 미러 추가
미러링 및 할당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
에 있는 "미러 논리 볼륨 만들기 및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HP SMH를 사
용합니다.
1. 미러 사본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이 예에서는 원하는 미러가 한 개이고 논리 볼륨의
크기가 500MB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두 개의 데이터 사본(원본과 미러 사본)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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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P SMH 홈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3. Tools, Disks and File Systems,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볼륨 그룹 목록
이 표시됩니다.

4. 미러링할 논리 볼륨이 포함된 볼륨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페이지 맨 아래에 볼
륨 그룹을 구성하는 논리 볼륨의 목록과 볼륨 그룹에 있는 사용 가능한 공간이 표시
됩니다.
선택한 볼륨 그룹의 사용 가능 열을 확인합니다. 미러링에 사용할 공간이 볼륨 그룹
에 충분히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예에서는 500MB의 사용 가능 공간이 있습니다.
엄격한 미러링(원래 데이터와 “미러” 데이터를 별도의 디스크에 보관하기 때문에
권장되는 미러링)을 사용하려면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5.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논리 볼륨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논리 볼륨이 표시됩니다.
6. 미러링할 논리 볼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논리 볼륨 작업이 표시됩니다.
7.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미러 추가... 작업을 클릭합니다.미러 추가 페이지가 표시
됩니다.

8. 원하는 미러된 데이터 이미지의 수(이 예에서는 하나)와 원하는 옵션을 입력합니다.
비엄격한 미러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HP SMH에서 미러 데이터의 위치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PV 선택...을 클릭하여 미러된 논리 볼륨을 다른 물리적 드라이브에 배
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가 표시됩니다.추가를 클릭합니다.

9. 사용 가능한 물리 볼륨이 하나 뿐인 경우 논리 볼륨의 할당 정책 설정을 비엄격으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 볼륨 페이지에 있는 목록에서 미러된 논리 볼륨을
선택하고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LV 수정... 작업을 클릭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HP SMH가 각 논리 볼륨(원본 데이터와 미러 사본)에 500MB의 논리 볼륨을 작성
합니다. 논리 볼륨 페이지의 미러 열에서 선택한 논리 볼륨에 이제 “1”이 표시됩니
다.

엄격한 미러링을 사용하여 기존 논리 볼륨에 미러 추가
미러링 및 할당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
에 있는 "미러 논리 볼륨 만들기 및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HP SMH를 사
용합니다.
엄격한 미러링을 사용하면 “미러”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와 별도의 디스크에 보관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이 사용 가능한 공간은 현재 미러링할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
지 않은 디스크에 있어야 합니다. “엄격한 미러링 지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
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미러 사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러링 할당 정책은 논리 볼륨을 작성하는 동안 설정하거나 기존 논리 볼륨의 할당 설정
을 수정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미러 사본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이 예에서는 원하는 미러가 한 개이고 볼륨의 크기
가 500MB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두 개의 데이터 사본(원본과 미러 사본)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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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P SMH 홈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3. Tools, Disks and File Systems, Logical Volumes를 선택합니다. 논리 볼륨 목록
이 표시됩니다.

4. 미러링할 논리 볼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논리 볼륨에 대한 세부 정보가 페
이지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세부 정보 보기 화면의 등록 정보 탭이 선택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원하는 엄격한 미러링 선택에 할당 상태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

5. 원하는 미러된 데이터 이미지의 수(이 예에서는 하나)와 원하는 옵션을 입력합니다.
엄격한 미러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HP SMH에서 미러 데이터의 위치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PV 선택...을 클릭하여 미러된 논리 볼륨을 다른 물리적 드라이브에 배
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가 표시됩니다.추가를 클릭합니다.

6. 할당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LV 수정 ... 작업을 클
릭하고 원하는 할당 정책을 선택합니다.

7. 할당 설정이 정확한 경우에는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미러 추가 ... 작업을 클릭합니
다. 그러면 미러 추가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8. 원하는 미러의 수(이 예에서는 하나)를 입력하고 HP SMH에 물리 볼륨 할당을 맡
길 것인지 물리 볼륨을 수동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물리 볼륨을 선택하
려면 PV 선택 단추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장치를 보고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선
택이 끝나면 미러 추가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9.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지정된 조건(추가 디스크, 사용 가능한 메모리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새 미러가 작성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
되며 작업이 종료됩니다.

논리 볼륨에서 미러 제거
미러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를 참조하십
시오. 다음은 요약 설명서로, HP SMH를 사용합니다.
1. HP SMH 홈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2. Tools, Disks and File Systems, Logical Volumes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논리 볼
륨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3. 미러 데이터 이미지(하나 이상)를 제거하고자 하는 논리 볼륨을 선택하고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미러 제거... 작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미러 제거 페이지가 표시됩
니다.

4. 원하는 미러 이미지의 수를 입력합니다. 미러 이미지가 하나 뿐인 경우에는 “0”을
입력합니다. 미러 이미지가 두 개 이상이고, 두 개 모두를 삭제하지 않으려면 제거
할 이미지를 직접 선택하거나 HP SMH에서 제거할 이미지를 선택하게 할 수 있습
니다. 제거를 클릭합니다.

5. 제거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제거 프로세스가 성공한 경우에는 완료를 클릭하여 논리 볼륨 페이지로 돌아갑니
다. 논리 볼륨의 미러 열에 있는 값이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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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볼륨에서 미러된 디스크 교체
다음 방법에서는 pvchange를 사용하여 디스크에 대한 링크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합
니다. 미러를 교체하는 다른 방법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를 참조
하십시오.
1. 디스크를 교체하기 전에 디스크의 제거로 인한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합니
다. 디스크를 사용하여 미러된 논리 볼륨이 별도의 디스크로 미러링되고 이러한 미
러 사본이 현재 사본인지 확인합니다. pvdisplay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사용하여
논리 볼륨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pvdisplay -v /dev/dsk/cntndn

각 논리 볼륨에서 lvdisplay를 사용하여 디스크에 매핑되는 논리 확장 영역을 확
인하고 해당 데이터의 현재 사본이 다른 디스크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vdisplay -v /dev/vol_group/lvoln | grep /dev/dsk/cntndn

2. 볼륨 그룹 구성을 백업합니다.
vgcfgbackup /dev/vol_group

3. 디스크의 논리 볼륨에 기본(0)이 아닌 시간 제한이 할당된 경우 임시로 시간 제한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각 논리 볼륨의 경우:
lvchange -t 0 /dev/vol_group/lvoln

4. 디스크에 대한 모든 경로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pvchange -a N /dev/dsk/cntndn

명령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5. 손상된 디스크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끊고 교체 디스크를 연결합니다.
6. 부팅 디스크의 미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디스크에서 부팅 영역을 설정하십시오.

a. HP Integrity 서버인 경우에는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에
설명된 대로 idisk 명령을 사용하여 디스크를 파티션합니다. 기존 물리 볼륨
을 교체하므로 insf 또는 pvcreate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b. mkboot 명령을 사용하여 부팅 영역을 설정합니다.
mkboot /dev/rdsk/cntndn

On HP Integrity 서버에서 mkboot 명령에 대한 -e 및 -l 옵션을 사용하여 EFI
유틸리티를 EFI 파티션으로 복사합니다.
mkboot -e -l /dev/rdsk/cntndn

c. 루트 볼륨 그룹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lvlnboot -R /dev/vg00

7. LVM 구성 정보를 추가된 디스크에 복원합니다.
vgcfgrestore -n /dev/vol_group /dev/rdsk/cntn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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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vchange를 사용하여 물리 볼륨에 각 링크를 다시 연결합니다.
pvchange -a y /dev/dsk/cntndn

또는 vgchange를 사용하여 볼륨 그룹에서 분리된 링크 다시 연결합니다.
vgchange -a y /dev/vol_group

물리 볼륨에 대한 모든 링크를 다시 연결하면 LVM은 디스크의 데이터를 데이터의
다른 미러 사본과 동기화합니다. vgsync를 사용하여 미러를 수동으로 동기화할 필
요가 없습니다.

9. 디스크에 있는 논리 볼륨에 기본값이 아닌 시간 제한이 지정된 경우에는 이전의 시
간 제한을 복원합니다.
lvchange -t value /dev/vol_group/lvoln

참고: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미러링되지 않은 논리 볼륨이 있는 디스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크를 제거하면 해당 디스크에서 미러링되지 않은 데이터를 영구
히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미러링되지 않은 논리 볼륨의 백업
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여기에 마운트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디스크를 교체하고 볼륨 그룹을 활성화한 후에는 백
업을 복구하기 전까지는 미러링되지 않은 볼륨 그룹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시스템의 논리 볼륨으로 디렉토리 이동
이 예제에서는 500MB 디렉토리 /projects를 “전체 디스크” 액세스를 사용하는 시스
템(wsb2600)에서 파일 서버의 새 논리 볼륨 /work/project6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서는 wsb2600이 디렉토리를 다른 모든 시스템과 공유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시스템의 이름은 wsb2600이고 파일 서버는 fp_server입니다.
1. 디렉토리를 이동할 원본 시스템인 원래 서버에서(예: wsb2600) 이 단계를 수행합
니다.
/work/project6이 존재하고 모든 시스템에서 비어 있어야 합니다. 즉, 다음을
사용합니다.
mkdir /work/project6

wsb2600에서 /projects가 차지하는 공간을 알아냅니다.
du -s /projects/
887740 (about 430 MB)

du를 실행하면 디렉토리의 크기를 512바이트 블록 단위로 보고합니다. 2048로 나
누면 MB 단위의 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디렉토리를 이동할 대상 시스템인 새 서버에서(예: fp_server) 이 단계를 수행합
니다.
wsb2600에서 현재 /projects가 차지하는 공간보다 많은 공간이 있는 볼륨 그룹
을 fp_server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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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SMH의 볼륨 그룹 메뉴에서는 각 볼륨 그룹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MB 단위로 보
여 줍니다. pvdisplay 명령을 실행하면 같은 정보를 물리 확장 영역 단위로 보여
줍니다. 사용 가능한 PE에 4를 곱하면 사용 가능한 공간을 MB 단위로 얻을 수 있습
니다.

3. 디렉토리를 이동할 대상 시스템인 새 서버에서(예: fp_server) 이 단계를 수행합
니다.
공간이 충분한 볼륨 그룹을 선택한 후 이 볼륨 그룹에 새 논리 볼륨을 만듭니다.
명령줄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vcreate -L 500 /dev/vg02

또는 HP SM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할 시점에 대해 지금 및 부팅 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On Boot를 선택하면
/etc/fstab에 자동으로 한 항목이 만들어집니다.

4. 작업 그룹의각 NFS 클라이언트에서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etc/fstab(또는 /etc/checklist)를 편집하여 wsb2600에서 /projects의
NFS 가져오기를 제거하고 이를 fp_server의 NFS 가져오기로 대체합니다(각 시
스템에서 수퍼유저로 수행해야 함).
/etc/fstab에서 다음과 같은 줄을 찾습니다.
wsb2600:/projects /projects nfs rw,intr 0 0

그리고 이 줄을 다음으로 변경합니다.
fp_server:/work/project6 /work/project6 nfs rw,intr 0 0

5. 작업 그룹의각 NFS 클라이언트에서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이제 모든 사용자는 /projects에서의 작업을 중지하고 /projects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닫아야 합니다.

6. 작업 그룹의각 NFS 클라이언트에서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projects에서 빠져나오면 각 시스템에서 수퍼유저로 /projects
를 마운트 해제합니다.
umount /projects

시스템에서 umount에 실패하면 fuser -cu를 실행하여 /projects에 열린 파
일이 있는지 또는 디렉토리에서 작업 중인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fuser -cu /projects

umount -f path를 사용하여 마운트 해제를 강제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
면 파일 시스템이 사용 중인 경우에도 마운트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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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fuser 는 편집기 안의 다른 디렉토리에 열려 있는 파일은 인식하지 못합
니다.

7. 이동할 디렉토리가 현재 있는 시스템인 원래 서버에서(예: wsb2600) 이 단계를 수
행합니다.
/projects를 백업합니다.
예를 들어 /projects를 시스템 기본 테이프 장치에 백업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
다.
cd /projects

tar cv .

참고: 이 예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이동하고 이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tar cv /projects는 올바른 백업 방법이 아닙니다. tar를 사용하여 해당 경로
이름에 데이터를 복구할 경우에만 절대 경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8. 디렉토리를 이동할 대상 시스템인 새 서버에서(예: fp_server) 이 단계를 수행
합니다.
파일을 fp_server에 복구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d /work/project6

tar xv

이렇게 하면 시스템 기본 테이프 드라이브에 있는 테이프의 전체 내용이 /work/
project6에 복사됩니다

9. 디렉토리를 이동할 대상 시스템인 새 서버에서(예: fp_server) 이 단계를 수행
합니다.
디렉토리를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 /etc/dfs/dfstab를 편집하여 파일 시스템
항목을 포함시킵니다. 항목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share [-F fstype] [-o options] [-d “text”] pathname

이 예의 파일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됩니다.
share -F NFS -o anon=65534 -d “work directory” /work/project6

그리고 shareall 명령을 실행하여 시스템에서 /etc/dfs/dfstab를 다시 읽도
록 합니다.
shareall -F nfs

HP SMH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
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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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을 아직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를 NFS 서
버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etc/rc.config.d/nfsconf에 NFS_SERVER=1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HP SMH에서 NFS SERVER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10. 작업 그룹의 각 NFS 클라이언트에서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가져온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mount -a

새 위치(이 예제에서는 /work/project6)에서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파일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는/projects를 wsb2600에서 제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 관리
HP-UX는 2GB를 초과하는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만, 대용량 파일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다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대용량 파일은 대화형으로 편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용량 파일에서 vi를
실행하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vi large_file
"large_file" 값이 너무 커서 데이터 유형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 대용량 파일은 전자 메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 대용량 파일은 인쇄할 수 없습니다.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 만들기
파일 시스템에서 2GB를 초과하는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도록 하려면 대용량 파일이 활
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HFS 파일 시스템

HFS 파일 시스템의 기본값은 nolargefiles입니다. 대용량 파일의 사용을 활성화하
려면 이 기능을 명시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mkfs 명령 또는 newfs 명령을 사용하여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VxFS 파일 시스템

VxFS 파일 시스템의 기본값은 largefiles입니다. 대용량 파일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VxFS 파일 시스템에 대해 대용량 파일을 명시적으로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이후 릴리즈에서 기본값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을 만들 때 largefiles 또
는 nolargefiles 옵션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절의 예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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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 만들기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여러 방법을 보여 줍니
다.
/usr/sbin/mkfs -F hfs -o largefiles /dev/vg02/rlvol1

/usr/sbin/newfs -F hfs -o largefiles /dev/vg02/rlvol1

/usr/sbin/mkfs -F vxfs -o largefiles /dev/vg02/rlvol1

/usr/sbin/newfs -F vxfs -o largefiles /dev/vg02/rlvol1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 만들기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여러 방법을 보여
줍니다.
/usr/sbin/mkfs -F hfs -o nolargefiles /dev/vg02/rlvol1

/usr/sbin/newfs -F hfs -o nolargefiles /dev/vg02/rlvol1

/usr/sbin/mkfs -F vxfs -o nolargefiles /dev/vg02/rlvol1

/usr/sbin/newfs -F vxfs -o nolargefiles /dev/vg02/rlvol1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 변경
HP SMH(HP System Management Homepage) 또는 fsadm 명령(아래 참조)을 사용하
여 largefiles와 nolargefiles 간에 파일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HP System Management Homepage를 사용하여 변경하려면:
1. 파일 시스템 구성 페이지(Tools → Disks and File Systems → File Systems)로 이
동합니다.

2. 변경할 파일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3.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작업 목록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 HFS 수정 - 변경이 필요한 파일 시스템이 HFS 파일 시스템인 경우
• VxFS 수정 - 변경이 필요한 파일 시스템이 VxFS 파일 시스템인 경우

참고: 선택한 파일 시스템에 적합한 작업만 표시됩니다.

HFS 파일 시스템
HFS 파일 시스템을 largefiles에서 nolargefiles로 변환하려면 파일 시스템이 정
리된 상태이며4 마운트 해제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fsadm 명령으로 largefiles
모드를 nolargefiles 모드로 변환하는 작업이 성공하려면 먼저 크기가 2GB를 초과
하는 파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largefiles HFS 파일 시스템을 nolargefiles HFS 파일 시스템으
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fsck -F hfs /dev/vg03/lvol2
fsck: /dev/vg03/lvol2: mounted file system

4. fsck 명령을 사용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HFS 파일 시스템을 복구합니다. fsck(1M) 및
fsck_hfs(1M)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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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y/n)? y
** /dev/vg03/lvol2
** Last Mounted on /testHFS
** Phase 1 - Check Blocks and Sizes
** Phase 2 - Check Pathnames
** Phase 3 - Check Connectivity
** Phase 4 - Check Reference Counts
** Phase 5 - Check Cyl groups
2 files, 0 icont, 9 used, 512490 free (10 frags, 64060 blocks)
***** MARKING FILE SYSTEM CLEAN *****

***** FILE SYSTEM WAS MODIFIED *****
#/usr/sbin/umount /myfilesystem
#/usr/sbin/fsadm -F hfs -o nolargefiles /dev/vg03/rlvol2

VxFS 파일 시스템: HFS 파일 시스템과 달리 VxFS 파일 시스템은 마운트 해제를 하지
않아도 largefiles와 nolargefiles 간에 변환될 수 있습니다(파일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는 fsck 작업이 필요하지 않음). 하지만 HFS 파일 시스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argefiles를 nolargefiles로 전환하려면 파일 시스템에서 2GB를 초과하는 대용
량 파일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참고: largefiles와 nolargefiles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마운트 옵션입니다. 파
일 시스템을 한 모드에서 다른 모드로 수동 전환하는 경우 앞으로의 마운트와 부팅에서
적절한 모드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려면 /etc/fstab 파일에서 해당 항목을 편집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에 지원되는 명령
user 명령뿐만 아니라 HFS와 VxFS의 모든 파일 시스템 관리 명령은 2GB를 초과하는 대
용량 파일을 지원합니다.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명령에서 대용량 파일을 발견하면 [EOVERFLOW] 오류가
발생하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인쇄됩니다.
값이 너무 커서 데이터 유형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fsck를 사용하여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 복구
fsck(1M) 명령은 손상된 파일 시스템을 복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용량 파일은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대용량 파일이 나타나는 경우
fsck는 이러한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fsck를 대화형 모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fsck가 대용량 파일을 지원
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에서 대용량 파일을 발견하면 파일 시스템을 정리되지 않은 것으
로 표시하고 중지됩니다. 그런 다음 fsadm 명령에 -o largefiles 옵션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fsck 명령으로 파일 시스템을 복구한 다음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fsck가 다른 방법으로 손상된 대용량 파일을 발견하
지 못한 경우 대용량 파일을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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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비대화형 모드를 사용하여 fsck로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에서 대용량 파일을 제거합니다. 수퍼 블록이 손상될 확률은 대용량 파일을 지원
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에서 대용량 파일이 나타날 확률보다 매우 적으므로 fsck는 정
확성 검사에 근거하여 수퍼 블록이 정확하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fsck는 대용량 파
일이 확실히 들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파일 시스템에서 대용량 파일을 제거합니
다.

mount 명령 및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
mount 명령은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며 시스템에 대용량 파일
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지 않도록 할 방법을 제공합니다.
mount 명령에는 mkfs, newfs 및 fsadm 명령의 두 옵션(largefiles 및
nolargefiles)과 같은 옵션을 사용합니다. mount에 -o nolargefiles 옵션을 지
정하면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mount 명
령에 -o largefiles 옵션을 지정하면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지 않습니다. mount에 옵션이 지정되지 않으면 파일 시스템이 largefiles
또는 nolargefiles로 마운트되었는지에 따릅니다.

참고:  VxFS 파일 시스템을 largefiles와 nolargefiles 사이에서 변경하면 마운
트 속성이 /etc/mnttab 파일에서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tc/fstab 파일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fstab 항목에서 largefiles 또는 nolargefiles를 명시
적으로 지정하지만 파일 시스템의 현재 속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후 마운트가 실패합
니다. 이 경우 fstab에서 항목을 일치하도록 변경해야 업데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에 대한 추가 정보
참조할 위치:
• “대용량 파일 백업” (121 페이지)
• HP-UX Large Files White Paper Version 1.4

FTP 관리
FTP 구성 정보 보관을 위해 다섯 개의 파일이 사용됩니다. 이 파일은 표 3-1에 나와 있습
니다. /etc/ftpd/ftpaccess 구성 파일은 ftpd 데몬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기본 구성 파일입니다. ftpd를 실행하기 위해 ftpaccess 파일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
는 없습니다.
구성 파일을 사용하면 허용되는 FTP 로그인 시도 수, 표시되는 FTP 배너, 출입하는 파일
전송의 기록, 액세스 권한, 정규식 사용 등과 같은 FTP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tpaccess(4), ftpgroups(4), ftpusers(4), ftphosts(4) 및
ftpconversion(4)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ftpaccess 파일이 활성화된 경우
• ftpaccess 파일에 있는 설정이 다른 파일에 있는 비슷한 설정을 재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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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파일에는 있지만 ftpaccess에는 없는 모든 설정이 보조/추가 구성 정보로
취급됩니다.

ftpaccess 파일이 비활성화된 경우
• ftpusers, ftphosts 및 ftpconversion 파일에 있는 설정을 사용합니다.
• ftpgroups 파일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etc/ftpd/ftpaccess 구성 파일 설정/해제
• /etc/ftpd/ftpaccess 파일을 설정하려면 /etc/inetd.conf 파일의 ftp 항
목에 -a 옵션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tp stream tcp nowait root /usr/lbin/ftpd ftpd -a -l -d

-l 옵션은 ftpd 서버로 전송된 모든 명령을 syslog에 기록하고, -d 옵션은 디버
그 정보를 syslog에 기록합니다.

• /etc/ftpd/ftpaccess 파일을 비활성화하려면 /etc/inetd.conf 파일의 ftp
항목에 -A 옵션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tp stream tcp nowait root /usr/lbin/ftpd ftpd -A -L -d

다음 표에 설명된 것과 같이 FTP 구성 파일을 사용하여 ftp가 작동하는 방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 3-1 FTP 구성 파일

ftpd 데몬의 작동을 정의하는 기본 구성 파일입니다. 자
세한 내용은 ftpaccess(4)를 참조하십시오.

/etc/ftpd/ftpaccess

압축/압축 해제 및 tar/untar 작업 옵션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tpconversions(4)를 참조하십시오.

/etc/ftpd/ftpconversions

원본 IP 주소 및 호스트 이름에 따라 FTP 계정 액세스를
허용/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tphosts(4)를
참조하십시오.

/etc/ftpd/ftphosts

지정된 사용자에 대해 FTP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tpusers(4)를 참조하십시오.

/etc/ftpd/ftpusers

SITE GROUP 및 SITE GPASS 명령에 사용할 그룹 암호
파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ftpgroups(4)를 참조하십시
오.

/etc/ftpd/ftpgroups

FTP 구성 파일의 경로 이름 확인
모든 FTP 구성 파일의 경로 이름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usr/bin/ckconfig

자세한 내용은 ckconfig(1)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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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사용자 정보 얻기
각 클래스의 현재 사용자 수 및 /etc/ftpd/ftpaccess 파일에 정의된 각 사용자 클
래스의 한계를 표시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usr/bin/ftpcount

FTP 서버에 로그인한 각 사용자의 현재 프로세스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
다.
/usr/bin/ftpwho

자세한 내용은 ftpcount(1) 및 ftpwho(1)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FTP 종료 메시지 만들기
ftpshut 명령을 사용하면 FTP가 종료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알리는 종료 메시지 파일
을 만들 수 있습니다. FTP 데몬은 때때로 이 파일을 검사하여 종료 시간을 결정합니다.
ftpshut을 실행하려면 수퍼유저여야 합니다.
종료된 후에는 ftprestart 명령을 입력하여 실제, 익명 및 가상 사용자 계정에서 모든
종료 메시지 파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 파일은 ftpshut 유틸리티에서 만
들어집니다.
FTP 종료 메시지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tpshut(1) 및 ftprestart(1) 맨페이지와
Installing and Administering Internet Services 설명서의 2장을 참조하십시오.

FTP 세션 정보 기록
/etc/ftpd/ftpaccess 파일에 log commands 키워드를 사용하여 FTP 세션 로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log commands 명령, 로그인, 로그인 실패 및 익명 FTP 작업을 포함하여

syslog에 대한 FTP 세션 기록을 설정/해제합니다. 이 항
목은 /etc/inetd.conf의 ftp 항목에 지정된 -L 옵션
을 재정의합니다.

참고: /etc/ftpd/ftpaccess 파일을 설정하려면 /etc/inetd.conf 파일의 ftp
항목에 -a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로그 명령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tpaccess(4)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FTP 파일 전송 기록
FTP 서버 데몬의 파일 전송 정보를 /var/adm/syslog/xferlog 로그 파일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xferlog 파일에는 현재 시간, 파일 전송 시간, 원격 호스트, 파일 이름, 파
일 크기 및 파일 전송 형식(ASCII 형식 또는 바이너리 형식) 등의 파일 전송 정보가 기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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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ftpd/ftpaccess 파일의 기록 구성

수신 및 송신 FTP 파일 전송을 기록하려면 log transfers 키워드를 사용하여 /etc/
ftpd/ftpaccess 파일을 편집합니다.
log transfers /var/adm/syslog/xferlog에 대한 실제 또는 익명

FTP 사용자에 대한 파일 전송 기록을 설정/해제합니다.
서버로의 전송(수신)을 서버로부터의 전송(송신)과 별
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 /etc/ftpd/ftpaccess 파일을 설정하려면 /etc/inetd.conf 파일의 ftp
항목에 -a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tpaccess(4) 맨페이지 및 xferlog(5)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가상 FTP 지원 설치
가상 FTP 지원을 통해 같은 시스템에 있는 두 개 이상의 별도 도메인에 대해 FTP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상 FTP를 사용하면 ftp를 통해 ftp.domain1.com에 연결된 user1이 한 FTP 배너
및 FTP 디렉토리를 얻는 반면 ftp를 통해 ftp.domain2.com에 연결된 user2는 다른
배너 및 디렉토리를 얻습니다. 각 가상 FTP 사이트에 대해 다른 구성 파일 세트
ftpaccess, ftpconversions, ftphosts, ftpusers 및 ftpgroups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시스템에서 같은 포트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발생합니다.
가상 FTP 지원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stalling and Administering Internet
Services 설명서의 2장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가상 FTP 서버를 설치하려면 IP 주소에 별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백업
시스템 관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침입자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의도적으로나 실수로 시스템 데
이터를 제거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장치 장애 등과 같
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으며 주 복사본을 손실한 경우 중요
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데이터 백업 시스템의 외부에 저장할 수 있는 외부 미디어에 디스크 기

반 데이터 복사본을 만들어 주 복사본에 이상이 생긴 데이
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위치에
있는 컴퓨터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
은 시스템의 외부로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복사해 놓는다
는 것입니다. 홍수, 화재 또는 기타 재해로 인한 데이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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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방지하려면 중요한 모든 데이터의 하나 이상의 복사
본을 시스템 외부에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데이터 백업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보호할 데이터의
오프라인 복사본을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디스크 미러링 작성된 모든 데이터의 동일한 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장치
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치에 있는 데이터 사본이 손상되
었을 경우 미러 사본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AID RAID(Redundant Arrays of Independent Disks)는 미러
링 데이터의 다른 형식입니다.

Serviceguard HP에서는 디스크 기반 데이터뿐만 아니라 컴퓨팅 환경의
모든 측면을 보호하여 특정 서버 또는 일부 주변 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인한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도
록 특별히 설계된 Serviceguard라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 절에서는 데이터 백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위에 설명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다른 방법
에 대한 추가 정보는 부록 A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를 오프라인 미디어에 백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가 있습니다(예: 광학
미디어 또는 DLT 카트리지와 같은 자기 테이프).
표 3-3에서는 주요 백업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유틸리티를
비교합니다. 이 설명에서는 OmniBack II, pax, tar 및 cpio의 파일 백업 및 파일 복구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JFS 스냅샷 파일 시스템의 온라인 백업에 대해서도 설명
합니다. dump, ftio, restore, rrestore, vxdump 및 vxrestore 등의 다른 백업 및
복원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HP-UX Reference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에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 “저장 장치 종류 선택” (113 페이지)
• “백업/복구 유틸리티 선택” (114 페이지)
• “백업할 데이터 결정” (117 페이지)
• “데이터 백업 주기 결정” (117 페이지)
• “전체 백업 대 증분 백업” (118 페이지)
• “자동화된 백업 일정 설정” (119 페이지)
• “자동화된 백업 일정 만들기” (119 페이지)
• “자동화된 백업 일정 활성화” (121 페이지)
• “LVM을 사용하는 경우의 백업” (121 페이지)
• “대용량 파일 백업” (121 페이지)
• “JFS 스냅샷 파일 시스템 백업” (122 페이지)

저장 장치 종류 선택
데이터 백업에 사용할 미디어를 평가할 때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백업할 데이터의 양(대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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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
• 액세스 권한이 있는 저장 장치의 종류
• 프로세스의 자동화 정도 (예를 들어, 운영자의 대화형 백업 또는 무인 백업)
• 백업 완료 시간

참고: 시스템 및 해당 데이터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시스템의 외부에 있는 백업 미디어
에 저장합니다.

표 3-2 “미디어 선택 기준” (114 페이지)을 사용하면 백업에 사용할 저장 장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지원되는 장치 종류를 서로 비교합니다. 특정 값이 제공되지
는 않습니다. 스토리지 미디어의 용량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드라이브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 3-2 미디어 선택 기준

무인 백업 가능 여부데이터 복구 및 백업
속도

대용량 데이터 보
유

저장 장치 종류

아니요1우수함우수함DLT 테이프 드라이브

예우수함우수함DLT 테이프 라이브러리

아니요1좋음매우 좋음DDS 형식(DAT) 테이프 드라이브

예좋음매우 좋음DDS 형식(DAT) 테이프 드라이브 자
동 로더

아니요우수함좋음하드 디스크

예1좋음좋음광학 디스크 다중 디스크 라이브러리

아니요1좋음좋음광학 디스크 단일 드라이브

1 하나의 테이프, 광학 디스크 등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면 무인(자동)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백업/복구 유틸리티 선택
시스템 백업 요구 및 작업 그룹 구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백업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권장 백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HP OpenView Storage Data Protector
• HP-UX fbackup/frecover 유틸리티

HP OpenView Storage Data Protector 선택

다중 서버, 다중 플랫폼,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을 지원하는 고성능 엔터프라이
즈급 백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HP OpenView Storage Data Protector™의 사용을
고려해 보십시오. HP OpenView Storage Data Protector™는 HP Systems Insight
Manager™와 통합되어 단일 운영 지점에서 여러 서버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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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OpenView Storage Data Protector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hp.com/
go/dataprotector를 참조하십시오.

HP-UX 백업/복구 유틸리티 선택

표 3-3에는 선택한 작업에 따라 몇 가지 HP-UX 백업 유틸리티를 비교한 내용이 들어 있
습니다. 특정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 3-3 몇몇 HP-UX 백업/복구 유틸리티 비교

백업 유틸리티작업

vxdump
vxrestore2

dump
restore1

tarcpiofbackup
frecover

손상된 테이프
를 건너뜁니다.

손상된 테이프
를 건너뜁니다.

불가능resync 옵션을
사용하면 일부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손실 최
소

테이프 오류 복구

높음높음높음낮음중간테이프 사용의 효
율성

가능 7가능 6가능 5가능 4가능 3네트워크를 통한
백업/복원

vxdump를 사용
하면 되감기 불
가능한 장치 파
일을 사용하여
여러 덤프를 추
가할 수 있습니
다. 8

dump를 사용하
면 되감기 불가
능한 장치 파일
을 사용하여 여
러 덤프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8

tar -r을 사용
하십시오.

되감기 불가능한
장치 파일을 사
용하여 여러 덤
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같은 백업 테이프
에 파일 추가

되감기 불가능
한 장치에 mt를
사용하여 테이
프를 위치시킨
다음 vxdump를
사용하십시오.
8

되감기 불가능
한 장치에 mt를
사용하여 테이
프를 위치시킨
다음 dump를
사용하십시오.
8

되감기 불가능
한 장치에 mt를
사용하여 테이
프를 위치시킨
다음 tar를 사
용하십시오.

되감기 불가능한
장치에 mt를 사
용하여 테이프를
위치시킨 다음
cpio를 사용하
십시오.

불가능
(fbackup은 테
이프를 되감음)

한 테이프에 여러
개의 독립적 백업

비교적 쉬움 13비교적 쉬움 12복잡함(전체 백
업을 검색해야
함) 11

복잡함(전체 백
업을 검색해야
함) 10

비교적 쉬움 9테이프에 있는 파
일 나열

불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xNv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백업 확인(위의 항
목도 확인)

비교적 쉬움. 대
화형 명령 사용
가능 15

비교적 쉬움. 대
화형 명령 사용
가능 14

복잡함(와일드
카드 허용되지
않음, 전체 테이
프 검색)

복잡함(와일드카
드 허용; 전체 테
이프 검색)

비교적 쉬움.
frecover를
사용하십시오.

특정 파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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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몇몇 HP-UX 백업/복구 유틸리티 비교 (계속)

백업 유틸리티작업

vxdump
vxrestore2

dump
restore1

tarcpiofbackup
frecover

단일 파일 시스
템에서만 가능

단일 파일 시스
템에서만 가능

-u 옵션을 사용
하여 새 파일 또
는 수정된 파일
을 아카이브의
끝에 추가하십
시오.

find를 사용하
여 새 파일 또는
수정된 파일을
찾으십시오.

다양한 수준의
강력한 백업 가
능

증분 백업 수행

가능(복원할 때
만) 20

가능(복원할 때
만) 19

가능 -v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18

가능 -v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17

가능 -v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16

백업 또는 복원된
순서대로 파일 나
열

불가능불가능불가능가능 find를 사
용하십시오.

불가능선택한 조건(그룹
등)에 따라 백업 수
행

불가능불가능가능가능 find를 사
용하십시오.

NFS 경계를 넘
어서려면
fbackup -n
을 사용하십시
오.

디스크 또는 파일
시스템 경계 넘기

현재 디렉토리
에 상대적.
vxrestore
-r을 사용하십
시오.

현재 디렉토리
에 상대적.
restore -r
을 사용하십시
오.

불가능제한됨. cpio
-ir을 사용하여
각 파일에 경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렉토리
에 상대적. -X
옵션을 사용하
십시오.

절대 경로 이름을
상대 위치에 복원

대화형 모드에
서 파일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모드에
서 파일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tar -w를 사용
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응
답할 수 있습니
다.

cpio -ir을 사
용하여 각 파일
에 경로 또는 이
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 21복원할 파일을 대
화형으로 결정

대화형 모드에
서만

대화형 모드에
서만

불가능가능불가능복원 시 와일드 카
드 사용

불가능불가능낮음중간높음많은 디렉토리에서
백업할 파일 선택
의 용이성

가능불가능가능 22가능 22불가능스냅샷 파일 시스
템 백업

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가능확장 영역 속성 백
업/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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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FS(High Performance File Systems) 전용. 원격 시스템의 경우에는 rdump/rrestore를 사용하십시오.
2 JFS(Journaled File Systems) 또는 VxFS용. 원격 시스템의 경우에는 rvxdump/rvxrestore를 사용하십
시오.

3 fbackup에 “-f remote_system:remote_device_file”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4 find | cpio -o | remsh host "dd of=/dev/tape obs=blocksize"를 사용하십시오.
5 find| tar cvf - | remsh host "dd of=/dev/tape obs=blocksize"를 사용하십시오.
6 rdump -f remote_system:remote_device_file을 사용하십시오.
7 rvxdump -f remote_system:remote_device_file을 사용하십시오.
8 별개의 백업이 한 테이프에 있게 됩니다.
9 frecover -f device_or_file -I index 또는 frecover -rNvf device_or_file 2> index

를 사용하십시오.
10 cpio -it < device_or_file > index를 사용하십시오.
11 tar -tvf device_or_file > index를 사용하십시오.
12 restore -tf device_or_file > index를 사용하십시오.
13 vxrestore -tf device_or_file > index를 사용하십시오.
14 restore -i -f device_or_file을 사용하십시오.
15 vxrestore -i -f device_or_file을 사용하십시오.
16 fbackup -i path -f device_or_file -v 2 >index를 사용하십시오.
17 find | cpio -ov > device_or_file 2 > index를 사용하십시오.
18 tar -cvf device_or_file * 2 > index를 사용하십시오.
19 restore -t 또는 restore -trv를 사용하십시오.
20 vxrestore -t 또는 vxrestore -trv를 사용하십시오.
21 그러나 frecover -x -ipath를 사용하여 개별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2 스냅샷 파일 시스템에 확장 영역 속성이 있으면 vxdump filesystem을 사용해야 합니다.

백업할 데이터 결정
데이터가 모두 손실된 후 시스템을 복원하려면 다음 사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용자 파일
• 사용자 정의 시스템 파일(/etc/passwd 등)
• 원래 설치 이후 추가한 시스템 파일(예: 프린터 구성)
• 원래 설치 이후 추가적으로 설치한 제품
사용자 정의되지 않은 시스템 파일은 설치 미디어에서도 복원할 수 있지만 대체로 백업
에서 쉽게

데이터 백업 주기 결정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및 사용자의 요구를 평가하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정합니다.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파일의 내용이 변경되는 주기
• 파일의 내용을 최신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
• 파일을 다른 소스에서 다시 만들거나 복원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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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백업 대 증분 백업

HP OpenView Storage Data Protector™(http://www.hp.com/go/dataprotector 참조)
및 fbackup과 같은 일부 백업 유틸리티는 전체 백업(백업할 파일 세트의 모든 파일 백
업)과 증분 백업(특정 파일 집합을 마지막으로 백업한 이후에 생성되었거나 변경된 파
일만 백업)을 지원합니다.
증분 백업은 백업이 마지막으로 수행된 이후에 백업 세트의 일부 파일만 변경된 경우 상
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백업을 수행하면 이전 백업 주기나 시기와 관계
없이 백업이 수행된 시점에 백업 세트의 각 파일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체 백업은 시스템의 모든 파일을 백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백업한 시
점에 상관 없이 목록에 포함시킨 모든 파일을 백업하는 것입니다.

tar, cpio 및 pax 등 그 밖의 백업 유틸리티는 증분 백업 개념을 지원하지 않지만 아카
이브에 파일의 타임 스탬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아카이브에서 파일을 복원하는 경우 디스크의 새 파일을 아카이브에 있는 해당 파일의
이전 버전으로 덮어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격 시스템에서 파일 백업

HP Openview Storage Data Protector™와 같은 일부 백업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다중
서버 환경 및 네트워크 백업을 기본으로 지원하지만 특정 유틸리티에서 네트워크를 기
본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네트워크에서 파일을 백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
습니다.

fbackup을 사용하여 원격 백업

fbackup(네트워크 백업을 지원하는 유틸리티)을 사용하여 원격 백업을 수행하려면 다
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합니다.
fbackup -f othersystem.company.com:/dev/rmt/c0t0d0BEST -v -i /home/matt/project1

물론 시스템 이름, 테이프 장치 파일 이름 및 디렉토리 트리 정보를 실제 정보로 바꿔야
합니다.
frecover 명령을 사용한 원격 파일 복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복원” (123 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FS 백업

NFS 마운트 파일 시스템에 포함된 파일은 흔히 로컬 파일과 같은 백업 유틸리티를 통해
처리됩니다. NFS 마운트 파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하고 있는 백
업 유틸리티의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셸을 사용하여 원격 시스템의 테이프 장치에 액세스

로컬 시스템의 백업 유틸리티에서 출력을 표준 출력에 기록하고 해당 출력을 네트워크
시스템의 dd 명령에 연결하면 해당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는 테이프 장치를 백업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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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로컬 시스템에 적당한 테이프 장치가 없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cpio를 사용하여 원격 백업

cd relative-path

find . -hidden -depth -fsonly hfs -xdev \
| cpio \ -ovxcB 2>/tmp/index \
| remsh system-name -l user \
"cat - | dd of=/dev/rmt/0m obs=5k"

상대 경로가 루트(/)이면 전체 백업을 수행합니다. /tmp/index 파일은 백업의 색인 파
일입니다. -v 옵션을 사용하면 출력이 표준 오류로 쓰여지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cpio는 여러 테이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tar를 사용하여 원격 백업

tar를 사용하여 원격 백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cd relative-path

tar cvf - . | remsh remote-system dd of=/dev/rmt/0m

tar 명령을 사용한 원격 파일 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복원” (123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자동화된 백업 일정 설정
HP-UX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crontab 유틸리티를 HP-UX 프로세스 예약 기능인 cron
과 함께 사용하여 백업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ron(1M) 및
crontab(1)을 참조하십시오.

자동화된 백업 일정 만들기
crontab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자동화할 백업 절차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입력 파일
을 지정합니다. crontab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자동화할 백업 절차(프로세스)의 날짜,
시간, 실행 문자열이 들어 있는 입력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crontab 유틸
리티에 대한 입력)에는 여섯 개의 필수 필드에 대한 줄이 들어 있습니다. 필드는 공백 또
는 탭으로 구분됩니다. 이 파일에 있는 각 항목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minutes hours dates months days runstring

여기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minutes 분을 지정합니다(0-59).
hours 시를 지정합니다(0-23).
dates 특정 일자를 지정합니다(1-31).
months 특정 월을 지정합니다(1-12).
days 특정 요일을 지정합니다(0-6; 0은 일요일).
runstring 실행할 명령줄 또는 스크립트 파일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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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20,30과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공백 없이) 한 필드에 여러 개의 값을 지정
합니다.
필드에서 * 값은 가능한 모든 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6월, 7월 및 8월 동안 매주 금요일과 월요일 오후 5:10(17:10)에 ps 명령(ps(1) 참
조)을 실행하도록 예약하려면 crontab 입력 파일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만들어야 합니
다.
10 17 * 6,7,8 1,5 ps >> /tmp/psfile 2>&1

crontab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터미널로 보내지는 출력을 파일로 다시 지
정합니다. 이 예에서 2>&1은 오류 메시지를 psfile 파일로 다시 지정합니다.
백업 전략에 대한 예제로 전체 백업(주별 1회 수행됨) 및 일별 증분 백업을 구성합니다.
백업은 4:03am에 수행하며 미디어는 DDS(DAT) 테이프라고 가정합니다. 다음 crontab
파일에는 예제 백업 전략이 다음과 같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3 4 * * 1 incrback >> monbackup
3 4 * * 2 incrback >> tuebackup
3 4 * * 3 incrback >> wedbackup
3 4 * * 4 incrback >> thubackup
3 4 * * 5 incrback >> fribackup
3 4 * * 6 fullback >> satbackupfull

위의 예제에서 incrback 및 fullback은 예제 셸 스크립트입니다. PATH 변수를 적합
하게 설정하거나 crontab 입력 파일에 들어 있는 스크립트에 대한 올바른 경로를 사용
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에게 시스템이 종료되고 있음을 알립니다(백업 프로세스를
위해).

• 시스템을 종료합니다(단일 사용자 모드로).
• 백업할 파일 시스템을 모두 마운트합니다.
• fbackup을 실행하여 실제 백업을 수행합니다.
• 다중 사용자 운영 모드로 시스템을 되돌립니다.
crontab 입력 파일 또는 crontab 입력 파일에 들어 있는 스크립트에서 출력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팁: crontab 입력 파일을 직접 편집하려면 crontab -e 옵션을 사용합니다.

자동화된 백업 일정 표시
현재 예약된 프로세스를 표시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crontab -l

이렇게 하면 활성화된 crontab 입력 파일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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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백업 일정 활성화
새 crontab 입력 파일을 활성화하기 전에 현재 예약된 프로세스를 확인해야 합니다(“자
동화된 백업 일정 표시” (120 페이지) 참조). 이러한 프로세스를 crontab 입력 파일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crontab 입력 파일에 정의된 프로세스를 모두 활성화하고 crontab 입력 파일에 정의
되지 않은 이전에 예약된 프로세스를 모두 취소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crontab your_crontab_file

crontab 백업이 활성화된 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스템 시계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백업 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HP-UX I/O 시스템에서 fbackup 실행 문자열
에 지정된 장치 파일을 인식하는지 확인합니다.

• 백업 장치에 적절한 미디어가 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백업 장치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NFS로 마운트된 백업할 파일에 올바른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LVM을 사용하는 경우의 백업
LVM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 각 볼륨 그룹에 대한 백업 구성 파일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
다. 주어진 볼륨 그룹에서 디스크 또는 논리 볼륨의 구성을 변경하고 나면 vgcfgbackup
명령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그룹의 구성을 기록합니다. vgcfgbackup이 각 볼륨 그룹의
구성을 /etc/lvmconf/volume_group_name.conf에 저장합니다.
디스크 손상 후 LVM 정보가 복구되도록 하려면 /dev 및 /usr 디렉토리를 모두 백업해
야 합니다. 백업하는 동안 루트 볼륨 그룹의 /usr 디렉토리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usr 디렉토리가 원래 루트 볼륨 그룹의 일부가 아니면 루트 볼륨 그룹에 새 논리 볼륨
을 만들고 그곳으로 /usr 디렉토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vgcfgbackup을 사용하여 볼륨 그룹 구성 정보를 저장하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대용량 파일 백업
대용량 파일은 2GB를 초과하는 파일로 정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Large Files
White Paper Version 1.4를 참조하십시오.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백업 유틸리티

다음 백업 유틸리티로 대용량 파일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 dd

• fbackup, frecover
위의 모든 명령을 사용하여 대용량 파일을 백업할 경우 사용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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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파일을 완전하게 지원하지 않는 백업 유틸리티

다음 백업 유틸리티로는 대용량 파일을 백업할 수 없습니다.
tar 크기가 8GB 미만인 파일을 지원합니다.
cpio 2GB를 초과하는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 않으며 pax로 작성한 대용

량 파일이 포함된 cpio 아카이브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pax ustar 및 cpio 형식에서는 크기가 8GB 미만인 파일을 지원하지만,

pax 형식에서는 모든 크기의 파일을 지원합니다.
ftio 2GB를 초과하는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2GB를 초과하는 파일을 백업하려고 시도하면 실패합니다.

대용량 파일 복원

fbackup을 사용하여 대용량 파일(> 2 GB)을 백업한 경우 이러한 파일은 대용량 파일
시스템에서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용량 파일이 들어 있는 파일 시스템을
백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에는 이러
한 파일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백업에 대용량 파일이 들어 있고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에 파일을 복
원하려고 시도하면 대용량 파일을 건너뜁니다.

JFS 스냅샷 파일 시스템 백업

참고: JFS 스냅샷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백업하려면 선택적인 HP OnLineJFS 제품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JFS(Journaled File System)를 사용하면 파일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만들지 않고도 백
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 순간에 파일 시스템의 읽기 전용 이미지인
파일 시스템의 스냅샷을 만듭니다. 기본 파일 시스템은 온라인 상태로 유지되며 계속 변
경됩니다. 스냅샷을 만든 후에는 덤프를 제외하고 모든 백업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백업
할 수 있습니다.

JFS 스냅샷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백업하는 방법

1. 스냅샷 파일 시스템의 크기를 결정한 다음 이를 포함할 논리 볼륨을 만듭니다.
a. bdf를 사용하여 기본 파일 시스템 크기를 평가하고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파일 시스템의 블록 크기(기본적으로 블록당 1024바이트)
• 이 파일 시스템에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의 양(총 파일 시스템
크기의 15~20%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예를 들어, /home에 마운트된 lvol4의 스냅샷을 만들 크기를 결정하려면 bdf
출력을 확인합니다.
# bdf /home
Filesystem kbytes used avail %used Mounted on
/dev/vg00/lvol4 40960 38121 2400 94%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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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 시스템(40MB)의 20%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블록 8개에 해당하
는 논리 볼륨(8MB)을 만들 수 있습니다.

b. lvcreate를 사용하여 스냅샷 파일 시스템이 들어가도록 논리 볼륨을 만듭니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lvcreate -L 8 -n lvol1 /dev/vg02

이 명령은 /dev/vg02/lvol1이라는 8MB의 논리 볼륨을 만듭니다. 이것은
lvol4의 스냅샷 파일 시스템이 들어갈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구문은 lvcreate(1M)를 참조하십시오.

2. 스냅샷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지점에 대한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mkdir /tmp/house

3. 스냅샷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마운트합니다.
다음 예제에서 스냅샷은 논리 볼륨 /dev/vg00/lvol4에서 가져와 논리 볼륨
/dev/vg02/lvol1에 포함된 다음 /tmp/house에 마운트됩니다.
mount -F vxfs -o snapof=/dev/vg00/lvol4 \
/dev/vg02/lvol1 /tmp/house

구문은 mount_vxfs(1M)를 참조하십시오.

4. dump를 제외한 모든 백업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스냅샷 파일 시스템을 백업합니다.
예를 들어, tar(1)를 사용하여 스냅샷 파일 시스템 /tmp/house를 보관하면 테이프
에 있는 파일이 상대 경로 이름을 갖게 됩니다.
cd tmp; tar cf /dev/rmt/0m house

또는 다음 vxdump(1M) 명령을 사용하면 확장 영역 속성을 갖는 스냅샷 파일 시스
템 /tmp/house가 백업됩니다.
vxdump -0 -f /dev/rmt/0m /tmp/house

데이터 복원
HP-UX에는 백업 및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는
HP SMH에서 사용되는 fbackup 및 frecover 명령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백업 및 복원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HP-UX Reference를 참조하십시오: cpio,dump,
ftio, pax, restore, rrestore, tar, vxdump 및 vxrestore.
설명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원할 데이터 결정” (124 페이지)
• “데이터 복원 사전 작업” (124 페이지)
• “HP-UX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원” (124 페이지)
• “시스템 고장 복구” (1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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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할 데이터 결정
파일을 복원해야 하는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대개 실수로 삭제하거나 파일을 덮어써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파일을 복구해야 하는
경우

2. 모든 파일을 복구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고장 복구 프로세스
의 일부입니다. 파일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는데 데이터가 손상된 것 같으면 시스
템 복구를 참조하십시오. 루트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하고 루트 디스크의 모든 데이
터가 손실되면 HP-UX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HP-UX 버전
의 HP-UX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시스템을 복구하거나 하드웨어를 교
체한 후 최근 백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백업 파일을 복원할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에 디스
크 또는 테이프 드라이브를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복원 사전 작업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정보와 자료를 모읍니다.
• 복원할 파일 목록
• 데이터가 상주하는 미디어
• 파일을 복원할 시스템 내 위치(원래 위치 또는 다른 위치에 대한 상대 위치)
• 파일을 복원하는 데 사용되는 백업 장치에 해당하는 장치 파일

HP-UX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원
일반적으로 백업 복사본을 포함하는 아카이브를 생성할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유틸리
티를 사용하여 파일을 복원해야 하지만, 일부 백업 유틸리티에서는 유틸리티의 파일 형
식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x는 cpio 및 tar 형식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백업 명령을 개별 복구 명령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fbackup
및 frecover, dump 및 restore, 그리고 vxdump 및 vxrestore가 있습니다. 백업/복
원 유틸리티 선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백업/복구 유틸리티 선택” (114 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이 frecover 명령은 fback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만든 백업 파일을 복원합니다.
fbackup으로 파일을 만들지 않은 경우 다른 유틸리티를 사용해야 합니다(백업 및 복구
유틸리티 선택 참조).
frecover를 사용하여 백업에서 파일을 복원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수퍼유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복원할 파일이 액세스된 상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frecover 명령은 사용되고
있거나(열려 있거나) 잠긴 파일을 복원하지 않습니다.

3. 백업 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장치가 켜졌는지 확인합니다.
5. 장치에 적절한 백업 테이프가 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frecover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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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에서 모든 파일을 복원하려면 일반적으로 frecover 명령에 -r 옵션을 사용합니
다. -x 옵션은 시스템에 개별 파일을 복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frecover(1M)
를 참조하십시오.

NFS로 마운트된 파일 복원

NFS로 마운트된 파일을 시스템에 복원할 경우에는 frecover를 사용해야만 "다른 사
용자" 쓰기 권한을 가진 파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
려면 NFS 파일 서버에 수퍼유저로 로그인하고 /usr/sbin/share 명령을 사용하여
적절한 사용 권한을 내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share(1M) 및 NFS Administrator’s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대용량 파일 복원

fbackup 등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대용량 파일(> 2GB)을 백업한 경우 이러한 파일은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는 시스템에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용량 파일이 들
어 있는 64비트 파일 시스템을 백업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32비트 파일 시스템에는 이러한 파일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백업에 대용량 파일이 들어 있는 경우 대용량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에 파일
을 복원하려고 시도하면 대용량 파일을 건너뜁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복원하는 예
제를 몇 가지 보여 줍니다.
• frecover를 사용하여 DAT(DDS 형식) 테이프에서 /home/deptA 디렉토리로 파
일을 복원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frecover -x -i /home/deptA

-o 옵션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테이프에 있는 해당 파일보다 최신인 파일이 디스
크의 디렉토리에 있으면 frecover는 디스크에 있는 새 버전을 덮어쓰지 않습니
다.

• frecover를 사용하여 DDS 형식(DAT) 테이프의 /home/text에 있는 모든 디렉
토리에서 시스템에 있는 /tmp 디렉토리로 파일을 복원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cd /tmp

frecover -x -oF -i /home/text

-F 옵션은 포함 조건에 맞는 테이프의 모든 파일에서 앞에 있는 경로 이름을 제거
합니다. /tmp 디렉토리에 테이프에 있는 이름과 일치하는 이름의 파일이 있는 경
우 -o 옵션을 지정하면 디스크에 있는 사본이 새 버전이더라도 디스크에 있는 버전
을 덮어씁니다. 이제 /tmp 디렉토리에는 /home/text에서 백업한 모든 파일이 들
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격으로(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복원하는 예제를 몇 가지 보여 줍니다.
• frecover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복원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frecover -r -vf remote-system:/dev/rmt/0m

• tar 명령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복원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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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sh remote-system -l user dd if=/dev/rmt/0m bs=7k \
| tar -xvf -

tar 백업이 상대 경로로 사용된 경우 파일은 현재 디렉토리에 상대적으로 복원됩
니다. 절대 경로가 사용되었으면 파일은 원래 경로에 복원됩니다.

시스템 고장 복구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복구 계획을 만들어
야 합니다.

Ignite-UX를 사용하여 기존 시스템의 복구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복구
기능과 맨페이지를 보려면 응용 프로그램 릴리즈 미디어에서 Ignite-UX를 설치하고 릴
리즈에 맞는 번들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nstalling and Updating Ignite-UX 및 HP-UX 11i v3 설치 및 업데이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디렉토리 백업 및 복구: tar의 요약 설명서
다음 예제는 테이프나 디스크에 빨리 백업하려는 사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
템 백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백업” (11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 tar 백업을 테이프에 만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tar cv /home/me/mystuff /work/project5/mystuff

이 경우 파일 및 디렉토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경우 테이프의 내용을 덮어씁니다.
□ v(verbose)는 어디까지나 선택적입니다.
□ tar에서는 시스템 기본 테이프 장치 파일이 /dev/rmt/0m이라고 가정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테이프 예제에서도 모두 이렇게 가정합니다. f 옵션을 사용하여
다른 장치 파일(또는 디스크 파일; 다음 예제 참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테이프에 없거나 테이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이후 수정된 파일만 테이프에 추가
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tar uv /home/me

/home/me 디렉토리에 있는 새 파일 또는 변경된 파일이 테이프의 끝에 추가됩니
다(파일의 이전 버전은 테이프에 덮어쓰지 않음).

• 테이프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tar tv

• 테이프의 목차를 파일에 쓰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tar tv > /home/me/backup.12.2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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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의 목차를 인쇄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tar tv | lp lp_options

• 파일을 추출하려면(테이프에서 꺼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tar x /users/me/mystuff/needed

• 디렉토리(하위 디렉토리 모두 포함)를 추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tar x /users/me/mystuff

• 테이프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복원하려면(디스크에 다시 작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
니다.
tar x

참고: 테이프에 있는 디렉토리가 시스템에 없으면 tar에서 다시 만듭니다.

방법

실행 중인 HP-UX 운영 체제 버전 확인
실행 중인 운영 체제 버전 및 플랫폼을 확인하려면 uname 명령에 -a 옵션을 사용합니
다.
uname -a

HP-UX tavi B.11.31 A 9000/800 1920004321 two-user license

반환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HP-UX 운영 체제 이름
tavi 시스템 이름
B.11.31 운영 체제 릴리즈 ID
A 운영 체제 버전 ID
9000/800 시스템 및 모델 번호
1290005321 시스템 ID 번호
two-user license 운영 체제 라이센스 수준
unam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ame(1)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시스템 릴리즈 식별자 B.11.31은 HP-UX 11i v3을 나타냅니다.

시스템 실행 수준 확인
시스템의 실행 수준을 확인하려면(예를 들어, 단일 사용자 모드인지 확인할 경우) 다음
을 입력합니다.
who -r

실행 수준은 오른쪽에서 세 번째 필드에 있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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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 출력
run-level 4 Apr 23 16:37 4 0 S

는 시스템 실행 수준 4를 나타냅니다.

cron 작업 예약
작업을 cron에 예약하려면(root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crontab -e root 명령을 실행합니다. root를 다른 사용자 이름으로 바꾸어 해
당 사용자의 crontab 파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기가 열리고 crontab
항목을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2. 항목을 적절하게 편집합니다.
항목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0 12 * * * tar cv /work /home >/tarlog 2>&1

명령을 실행하면 매일 낮 12시에 /work 및 /home의 tar 백업이 만들어집니다.
작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에서 처음 다섯 개의 필드 아래에 있는 문자는 그
아래에 설명된 내용에 따라 지정됩니다.
0 12 * * * tar cv /work /home 1>/tarlog 2>&1A B C D E

• A = 분
• B = 시간
• C = 일
• D = 월
• E = 요일(0=일요일)
• 별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값을 나타내므로 C, D, E 필드의 별표는 매일을
나타냅니다. 표준 출력 및 표준 오류는 /tarlog에 다시 지정됩니다.

cron 파일 항목의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화된 백업 일
정 만들기” (1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편집기를 종료하면 crontab에서 사용자의 crontab 파일에 항목을 자동으로 복
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ron(1M) 및 crontab(1)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그룹에 사용자 추가
이 절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중 시스템 액세스” (129 페이지)
• “원격 작업 디렉토리 공유” (129 페이지)
• “로컬 및 원격 홈 디렉토리 비교” (129 페이지)
• “여러 시스템에 사용자 추가: 사례 연구” (130 페이지)
• “로컬 홈 디렉토리 내보내기” (132 페이지)

128 시스템 관리



다중 시스템 액세스

사용자가 둘 이상의 시스템에서 로그인이 동일한 계정을 갖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사
용자의 $HOME 디렉토리가 파일 서버에서 NFS 마운트되는 경우), UID 번호는 이러한 모
든 시스템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msystem1 시스템에서 UID 200을 갖고 있는 사용자 thomas가 UID 330을
갖고 있는 tmsystem2로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 tmsystem1에서 만들어진 파일의 사용
권한이 -rw-------이면 tmsystem2에서 이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HP-UX는
사용자 이름이 아니라 UID로 파일 소유권을 결정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각각의 새로운 사용자 로그인 이름이 사용자가 접근해야 하는 작업 그
룹,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에서 고유한 UID를 갖게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암호를 제공하지 않고 rcp, remsh 또는 rlogin을 사용하여 원격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려면 원격 시스템에서 $HOME/.rhosts 파일을 설정합니다.

$HOME/.rhosts 파일

$HOME/.rhosts 파일에 나열된 사용자는 암호를 제공하지 않고 파일에 명명된 원격
시스템과 계정에서 로컬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로컬 사용자가 소유
해야 합니다.
다음 예에서 /home/evan/.rhosts는 et6700 시스템에 있습니다. 사용자 zac과
matthew는 각각 zship과 checker에서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 et6700에 있는 evan
의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zship zac
checker matthew

참고: 사이트 보안 정책에 따라 $HOME/.rhosts 파일이나 remsh 또는 rcp 사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신 ssh(보안 셸)과 scp(보안 복사) 명령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작업 디렉토리 공유

새로운 사용자 계정을 만든 후에는 사용자가 액세스해야 하는 작업 그룹의 디렉토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NFS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른 파일 서버의 파
일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버나 원격 시스템은 사용자의 시스템을 공유하고
사용자의 시스템은 원격 시스템에서 가져옵니다.
“여러 시스템에 사용자 추가: 사례 연구” (130 페이지)에서는 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는 방
법을 보여 줍니다.

로컬 및 원격 홈 디렉토리 비교

사용자는 자체 로컬 시스템이나 원격 파일 서버에 홈 디렉토리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한 파일 서버에 두는 장점은 모든 계정을 한 번에 백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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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원격 서버에 있는 경우 로컬 시스템에 최소한의 홈 디렉토리를
만들면 서버가 중단되어도 사용자가 로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시스템에서 홈 디렉토리를 만드는 단계는 “여러 시스템에 사용자 추가: 사례 연구”
(13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시스템에 사용자 추가: 사례 연구

다음 예제에서는 flserver 파일 서버에서 Tom의 홈 디렉토리와 작업 디렉토리를 가
져오고 appserver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Emacs와 Netscape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
여 줍니다.

그림 3-1 여러 시스템에 사용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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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Hewlett
Packardph

Hewlett
Packardph

ws732

appserver

Tom의 워크스테이션

/opt/netscape

Hewlett
Packardph

/users/
/projects/

내보낸 파일 시스템

내보낸 파일 시스템

/usr/local/share/emacs

flserver

시작하기 전에 Tom의 로그인 이름이 Tom이 사용하려는 시스템 전반에서 고유한 UID
번호를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UID 번호의 고유성을 확인하는 프
로그램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flserver 파일 서버에 Tom의 계정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
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1. 파일 서버, flserver에서 Tom의 home 디렉토리(/home/tom)와 작업에 사용되
는 projects 디렉토리(/projects/work)를 공유합니다.
a. /etc/dfs/dfstab 파일에 항목을 추가하여 Tom의 home 디렉토리를 공유
합니다.
share -F nfs -o -async,anon=65534 -d “home dir” /home/tom

디렉토리를 이미 공유했으면 액세스 목록에 사용자의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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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jects/work 디렉토리를 공유하기 위해 /etc/dfs/dfstab 파일에 항
목을 추가합니다.
share -F nfs -o -async,anon=65534 -d “work” /projects/work

여기에는 Tom이 프로젝트 팀의 다른 구성원과 공유할 파일과 디렉토리가 들
어 있습니다.

c. 서버가 /etc/dfs/dfstab를 다시 읽고 /projects/work 및 /home/tom
의 새로운 공유를 활성화하도록 합니다.
shareall -F nfs

2.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Tom에게 필요한 디렉토리(emacs 및 netscape)를 공유
합니다.
a. /etc/dfs/dfstab 파일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share -F nfs -o async,anon=65534 -d “emacs” /usr/local/share/emacs
share -F nfs -o async,anon=65534 -d “emacs” /opt/hp/gnu/bin700/emacs
share -F nfs -o async,anon=65534 -d “netscape” /opt/netscape

b. emacs 및 netscape의 디렉토리를 내보냅니다.
sharall -F nfs

3. Tom의 시스템인 wsb2600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Tom의 계정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
리를 참조하십시오. Tom의 로그인이 이미 다른 시스템(예: flserver)에 설정
되어 있으면 flserver의 /etc/passwd 파일에서 해당 줄을 잘라내어
wsb2600에 있는 /etc/passwd 파일에 붙여넣는 방법으로 두 시스템에서
Tom의 계정이 동일한 UID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b. 가져올 파일 시스템에 대한 빈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mkdir /home/tom
mkdir /projects/work
mkdir /usr/local/share/emacs
mkdir /opt/hp/gnu/bin700/emacs
mkdir /opt/netscape

c. /etc/fstab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flsserver:/home/tom /home/tom nfs rw,suid 0 0
flserver:/work /work nfs rw,suid 0 0
appserver:/opt/netscape opt/netscape nfs rw,suid 0 0
appserver:/usr/share/emacs/ /usr/share/emacs nfs rw,suid 0 0
appserver:/opt/hp/gnu/bin700/emacs nfs rw,suid 0 0

d. 모든 디렉토리를 마운트합니다.
mount -a

자세한 내용은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HP-UX에서 HP-UX로)” (132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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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홈 디렉토리 내보내기

wsj6700이라는 시스템에서 사용자 lisa에 대한 계정을 설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
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lisa의 홈 디렉토리가 로컬 디스크에 있으며 lisa가 로그인하는
다른 시스템과 이 디렉토리를 공유합니다.
1. 로컬 시스템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사용자의 계정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b. 사용자가 로그인해야 하는 다른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내보냅니
다.
• flserver와 같은 항목을 /etc/dfs/dfstab에 추가합니다.

share -F -o async,anon=65534 -d “lisa home” /home/lisa

• 홈 디렉토리 /home/lisa를 내보냅니다.
shareall -F nfs

2. 원격 시스템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빈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mkdir /home/lisa

b. /etc/fstab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mailserver:wsj6700:/home/lisa /home/lisa nfs rw,suid 0 0

c. 모든 디렉토리를 마운트합니다.
mount -a

자세한 내용은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HP-UX에서 HP-UX로)” (132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HP-UX에서 HP-UX로)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서버에서 NFS 공유를 설정합니다.
• “HP SMH를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 (132 페이지)
• “명령줄을 사용한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 (133 페이지)

HP SMH를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

1. root로 서버에 로그인합니다.
2. HP SMH 홈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Tools, Network Services Configuration,

Networked File Systems, Share/Unshare File Systems (Export FS)를 선택합
니다.

3. 필요한 경우 NFS를 활성화합니다.
4. 파일 시스템 공유(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5. 공유할 파일 시스템과 액세스 권한, 이 파일 시스템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나
타내는 필드에 입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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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유한 파일 시스템이 /etc/dfs/sharetab 파일에 나열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명령줄을 사용한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

1. root로 서버에 로그인합니다.
2. 시스템이 NFS 서버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etc/rc.config.d/nfsconf를 편집하여 NFS_SERVER 및 START_MOUNTD
의 값을 1로 변경합니다.

b. nfs.server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sbin/init.d/nfs.server start

3. /etc/dfs/sharetab를 편집하여 공유할 각 디렉토리에 대한 항목을 추가합니다.
각 항목은 디렉토리와 디렉토리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선택 사항)을 나타냅니다.
항목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opt/netscape async,anon=65534,access=wsb2600:appserver:wsb2600:wszx6

참고: 특정한 파일 시스템에 지정된 시스템이 없으면모든 시스템이 해당 파일 시
스템을 가져올 권한이 있습니다. 나열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나열된 시스템만 파일
시스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fstab(4)를 참조하십시오.

4. 디렉토리 공유:.
shareall -F nfs

리소스 이동

시스템 이동

한 서브넷에서 다른 서브넷으로 시스템을 이동하고,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IP 주소 및
도메인 이름 서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시스템을 이동하기 전에 1-10단계를 수행합니다.

1. set_parms를 실행합니다.
/sbin/set_parms hostname

2.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시스템 이름을 변경합니다.
3. “reboot?”라는 질문에 “no”로 응답합니다.
4. set_parms를 다시 실행합니다.

/sbin/set_parms ip_address

5.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시스템 IP 주소를 변경합니다.
6. “reboot?”라는 질문에 “no”로 응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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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t_parms를 다시 실행합니다.
/sbin/set_parms addl_netwrk

8. 도메인 이름 서버의 이름 및 IP 주소를 변경합니다.
9. “reboot?”라는 질문에 “no”로 응답합니다.
10. 시스템을 이동할 준비가 되었을 때 종료합니다.

shutdown -h

11. 시스템을 분리하고 이동합니다.

참고: 시스템을 이동한 후 12-13단계를 수행합니다.

12. 시스템 구성 요소를 연결합니다.
13. 시스템을 부팅합니다.

디렉토리 이동(파일 시스템 내)

때때로 사용자는 디렉토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home/user를 /work/
project5로 이동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다음을 실행하면 됩니다.
1. cp -r /home/user/subdir /work/project5/subdir

/work/project5/subdir를 먼저 만들지 마십시오.

2. ll -R /home/user/subdir

3. ll -R /work/project5/subdir

4. 마지막 두 명령의 출력을 비교하여 일치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5. rm -r /home/user/subdir

6. 필요한 경우 사용 권한을 변경합니다.
위의 작업을 수행한 후 소유권이 그대로여야 하지만 root 사용자를 호출해야 하는
경우 새 파일은 모두 root의 소유가 됩니다. 하위 트리의 전체에 걸쳐 사용 권한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d /work/project5/subdir

find . -print | xargs chgrp usergroup

find . -print | xargs chown user

디렉토리 스택 가져오기
디렉토리 사이를 왔다갔다할 때 긴 경로 이름을 다시 입력하지 않으려면 하이픈(-)을 사
용하여 바로 전에 있었던 디렉토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pwd
/home/patrick
$ cd /projects
$ cd -
/home/pat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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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중단 시간 동안 작업 진행
파일 서버가 중단되었는데 해당 시스템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이러한 파일에 액세
스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로
컬 디렉토리 트리에 데이터 파일을 복사한 다음 파일 서버가 중단된 동안 복사한 곳에서
작업합니다. 필요한 다른 파일 또는 실행 파일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서버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즉시 적절한 위치로 수정된 파일을 다시 복사해
야 합니다.
또한 파일 서버가 중단된 동안에는 공유한 디렉토리 또는 다른 마운트 지점에 파일을 저
장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파일은 파일 서버에서 파일 시스템을 다시 마운트할 때 숨겨집
니다.

시스템의 디스크 사용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
시스템의 디스크 및 디스크의 사용 방식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을 인쇄해 두는 것은 유
용할뿐만 아니라 일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작업 그룹의 각 서버에 대
해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디스크를 추가하고 교체할 때 및 구성을 수정할 때마다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1. HP SMH 홈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2. Tools → Disks and File Systems → Disks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있는
디스크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3. 각 디스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 하드웨어 경로(예: 1/0/0/3/0.6.0)
• 사용법(예 LVM)
• 볼륨 그룹(예: vg00)
• 디스크의 총 용량.
사용 가능한 공간은 이보다 약간 적습니다. 보통은 15% 가량 적습니다.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에 있는 "파일 시스템용 논리 볼륨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 디스크의 모델 번호 및 일부 경우 해당 장치 드라이버의 이름(예: HP C3010
SCSI Disk Drive).

4. 각 디스크를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합니다. 페이지 아래쪽에서 선택한 디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등록 정보, LUN 속성, LUN 경로 및 물리 볼
륨 탭 중에서 선택하여 선택한 디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디스크를 차지하고 있는 논리 볼륨의 장치 파일 이름
• 각 논리 볼륨이 사용되는 방식(예: HFS, Swap/Dump)
• 이 디스크에서 각 논리 볼륨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MB 단위)
논리 볼륨이 둘 이상의 디스크에 걸쳐 있으면 이 화면을 사용하여 디스크 사이
에 공간이 공유된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된 시스템의 경우 vg02의 논리 볼륨 lvol1은
두 디스크 c0t2d0 및 c0t5d0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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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 볼륨이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이 있으면 마운트 해제합니다.
LVM 디스크에 걸쳐 파일 시스템이 분포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된 시스템의 경우 c0t2d0의 전체와 c0t5d0의
356MB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 /dev/vg02/lvol1에 /home 디렉토리가 마
운트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디스크 공간과 논리 볼륨 및 파일 시스템 사이의 매핑을 파악해 두면 직접
다이어그램에 기록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디스크를 볼륨 그룹으로
그룹화하고 하드웨어 주소 및 크기를 채웁니다. 또한 모델 번호(예: HP C3010) 및
장치 드라이버 이름(예: SCSI)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5. 페이지 맨 위의 논리 볼륨 탭을 클릭하면 논리 볼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
다. 논리 볼륨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논리 볼륨을 하나씩 선택하여 각 논리
볼륨에 대해 비슷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볼륨 그룹 또는 파일 시스템 탭을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전체
저장소와 파일 시스템 배포 등의 추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대용량 파일 찾기
사용자가 꽉 찬 볼륨에서 필요하지 않은 파일을 제거하기 전에 대용량 파일(사용자가 인
식하지 못하는 코어 파일, 오래 전에 인쇄하고 잊어버린 postscript 파일, 오래된 전자 메
일이 들어 있는 폴더 등)을 식별하면 유용합니다. 다음 명령은 이러한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의 예입니다.

보기 3-1 크기 순으로 정렬된 디렉토리 목록 생성

ll dirname | sort -n -k5,6

보기 3-2 지정된 크기보다 큰 파일 찾기

이 명령 파이프는 디렉토리 트리 내에서 dirname 아래에 있는 크기가 2백만자 이상인
파일 목록을 제공합니다.
find dirname -size +2000000c|xargs ll -d

원하는 값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nd 명령에 다른 옵션을 사용하여 검
색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ibby 사용자가 소유한 파일만 검색하도
록 위 명령 파이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find dirname -user skibby -size +2000000c|xargs ll -d

파일 시스템 특성 조사
어떠한 특성으로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mkfs의 -m 옵션을 사용합니
다. 이 명령은 JFS에서 특히 잘 작동합니다.
#bdf | grep /work
/dev/vg01/lvol8 73728 7856 61648 11%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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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fs -m /dev/vg01/lvol8
mkfs -F vxfs -o ninode=unlimited,bsize=8192,version=6,inosize=256,logsize=2048,largefiles0
#

참고: 결과 출력에서 bsize는 파일 시스템 /work의 구성된 블록 크기(바이트 단위)
입니다. 그러나 JFS 파일 시스템에서 구성된 블록 크기는 대개 새 파일에 작성된 첫 번째
블록인 직접 블록의 블록 크기만 결정합니다. 대개 시간이 지나 업데이트되면서 파일에
추가된 간접 블록 블록의 크기는 모두 8KB입니다.
출력의 각 필드에 대한 설명은 mkfs_vxfs(1M)를 참조하십시오.

HFS 파일 시스템에서도 mkfs -m을 실행할 수 있지만 레이블이 없어 출력을 보기 힘듭
니다. dumpfs를 관심 있는 매개 변수에 대한 grep과 함께 실행하면 좀더 보기 좋아집
니다. 예는 “NFS 서버/클라이언트 블록 크기 확인” (17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분산 시스템 그룹 또는 Serviceguard 클러스터 관리
DSAU(Distributed Systems Administration Utilities)를 사용하여 분산 클러스터 또는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DSAU는 분산 구성 내의 각 시스템에 규칙을 적
용할 수 있습니다. DSAU 도구를 사용하면 시스템 그룹 또는 Serviceguard 클러스터에
서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SAU(Distributed Systems
Administration Utilities)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주변 장치 추가
시스템에 주변 장치를 추가하려면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주변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하드웨어 설치 안내서
• PCI OL*에 대한 내용은 인터페이스 카드 OL* 지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Partition 가능 시스템의 PCI OL*에 대한 내용은 nPartition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이전에는 OLAR라고 했던 PCI OL*는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할 필요 없이 PCI
카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운영 체제 지원과 결합된 시스템 하드웨
어를 통해 슬롯별로 전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전원을 끄는 대신
특정 PCI 슬롯의 전원만 끄고 켤 수 있습니다.
PCI 걸쇠와 벨은 PCI 슬롯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자체의 물리적
걸쇠와 단추를 의미합니다.
PCI OL*의 절차는 pdweb 또는 Partition Manager와 같은 GUI를 통해서나 rad(11i
v2부터 olrad)와 같은 HP-UX 명령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앞
의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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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앞에서 언급한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특정
PCI 슬롯의 전원을 끄면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PCI
슬롯이 미러링되지 않은 루트나 스왑 디스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중단됩
니다. 또한, OL* 기능 호환성뿐 아니라 특정 PCI 슬롯의 호환성에 대해서도 I/O 카
드 자체가 검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6MHz 버스를 실행하는 슬롯에 33MHz
카드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 주변 장치 설치와 관련될 수 있는 문서 제목에 대해서는 HP-UX 11i 릴리즈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문서에는 특정 주변 장치와의 통신에 대한 장치 특수 파일과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변 장치를 추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nPartition 가능 시스템에서 HP SMH 또는
Partition Manager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HP-UX 명령을 사용하여 주변 장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HP-UX의 경우 새로운 주변 장치와 통신하려면 새 드라이버를 추가하도록 시스템의 커
널을 재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HP-UX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usr/sbin/mk_kernel 명령(HP SMH에서 사용)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k_kernel(1M), HP SMH 온라인 도움말 및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HP에서 공급하지 않는 터미널 설정
HP에서 공급하지 않는 터미널에서 사용자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NONHPTERM 파일 세트가 시스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swlist -l fileset NonHP-Terminfo

파일 세트가 있으면 NonHP-Terminfo.NONHPTERM의 항목이 표시됩니다.

• ll /var/adm/sw/products/NonHP-Terminfo

파일 세트가 있으면 /var/adm/sw/products/NonHP-Terminfo/
NONHPTERM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파일 세트가 시스템에 없으면 최신 HP-UX 미디어에서 로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소프트웨어 관리” (161 페이지) 또는 Software Distributor 관리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2. 설정하려는 터미널에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usr/share/lib/terminfo 디렉
토리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Wyse™ 100 터미널에서 사용자를 설정하려는 경우 이
름이 w로 시작하는 모든 지원되는 터미널이 /usr/share/lib/terminfo/w 디
렉토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에 wy100 항목이 있으므로 정확한 파일을 찾
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파일인지 확인하려면 more를 사용하여 파일의 내용
을 검사합니다. 화면 전체에서 특수 문자를 볼 수 있지만 시작 부분에
wy100|100|wyse 100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파일이라는 것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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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wy100, 100 또는 wyse 100이라는 이름 중 하나로 Wyse 100을 나타낼 수 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하려는 터미널의 terminfo 파일이 있으면 다음 단계를 건너뛰고 4단계를 수
행합니다.
추가하려는 터미널의 terminfo 파일이 없으면 이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다음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3. terminfo 파일을 만들려면 terminfo(4)에 있는 지침을 따릅니다.
기존 파일을 수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수퍼유저로 로그인합니다.
b. 기존 terminfo 파일의 ASCII 사본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입력하여

/usr/share/lib/terminfo/w/wy100 파일의 사본을 만듭니다.
untic /usr/share/lib/terminfo/w/wy100> new_file

c. 새 터미널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새 파일을 편집합니다. 첫 줄의 터미널 이름
을 반드시 변경합니다.

d. 새로운 terminfo 파일을 컴파일합니다.
tic new_file

자세한 내용은 tic(1M) 및 untic(1M)을 참조하십시오.

4. 적절한 로그인 스크립트(홈 디렉토리에 Korn 및 POSIX 셸 사용자의 경우 .profile
또는 C 셸 사용자의 경우 .login)에 사용자의 TERM 변수를 2단계에서 찾은 이름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port TERM=wy100 (Korn or POSIX shell)

setenv TERM wy100 (C shell)

이러한 스크립트의 기본 버전은 로그인 시에 사용자에게 터미널 종류를 입력하라
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스크립트를 편집하는 대신 터미널 이름을 입력하
여 응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TERM = (hp) wy100

/sbin/ttytype 명령을 통해 TERM 변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터미널 관련 문제 해결
수많은 터미널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상당수는 터미널이 컴퓨터와 통
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화면에 “불필요한 정보”가 나타나는 경우(원하
는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가 표시되거나 원하는 데이터와 섞여서 표시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이 절에서는 영숫자 디스플레이 터미널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지만 여기에서 설명
하는 단계 중 상당수가 HP AdvanceLink(Vectra PC에서 실행) 또는 X Window 터미널
프로세스(hpterm 및 xterm 등)와 같은 터미널 에뮬레이터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
다. “기타 터미널 문제” (143 페이지)도 참조하십시오.

주변 장치 추가 139



응답하지 않는 터미널

터미널이 응답하지 않게 되는(터미널의 로컬 echo 설정을 통해 표시되는 것을 제외하고
문자가 표시되지 않음)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러한 원인 중 많은 부분을 찾아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 상태를 점검합니다.
시스템이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까? 작동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
다. 시스템을 다시 부팅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단일 사용자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유일한 활성 터미널은 시스템 콘솔이
며, 다른 터미널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중 사용자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행
상태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it(1M)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작업 터미널에서 시스템의 실행 상태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who -r

출력이 다음과 비슷하게 표시됩니다.
. system boot Feb 10 07:10 2 0 S

시스템의 현재 상태는 시간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필드(오른쪽에서 세 번째 필드)에
표시됩니다. 각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ho(1)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편집기가 터미널에서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이것은 다른 터미널에서 가장 잘 수행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ps -ef

TTY라는 열을 보고 문제가 있는 터미널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찾습니다. 각 항
목이 나타내는 프로세스가 편집기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COMMAND라는 열을 확
인합니다.
터미널에서 편집기가 실행 중이면 텍스트 입력 모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을
저장하고 편집기를 끝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해당 편집기의 맨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주의: 편집 중인 작업의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없으면 파일을 저장하고 편집기를
끝내지 마십시오. 알 수 없는 텍스트로 파일의 이전 내용을 덮어쓰게 됩니다. 파일
의 원래 버전과 편집된 버전에 모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임시 파일에 작업을 저장해
야 합니다.

3. 터미널 키보드에서 Ctrl-q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터미널은 XON/XOFF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터미널로의 출력을 시작하
고 중지합니다. XOFF 신호(Ctrl-s)가 터미널에서 컴퓨터로 전송되었기 때문에 터미
널로의 출력이 중지된 경우에는 컴퓨터에 XON 신호를 전송하여(문제가 발생한 터
미널의 키보드에서 Ctrl-q 입력) 터미널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XOFF
신호가 전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XON 신호를 전송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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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가 발생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이 문제인 경우 Break 키
를 누른 다음 Ctrl-C를 눌러 셸 프롬프트를 다시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Ctrl-C
는 기본 인터럽트 문자이며 다른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터미널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럽트 문자를 알아내려면 작동하는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
을 입력합니다.
stty < /dev/device_filename_for_the_problem_terminal

주의: 위의 stty 명령에서는 현재 활성화된 터미널 장치 파일의 장치 파일 이름
만 사용해야 합니다. 활성화된 장치 파일을 확인하려면 who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활성화되지 않은 장치 파일을 사용하여 stty를 실행하려고 하면 명령을 입력한 터
미널이 정지합니다.

4. 터미널을 다시 설정합니다.
터미널 자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으므로 터미널을 다시 설정해보십시오.
다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터미널 소유자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터미널
의 전원을 끄고 몇 초간 기다린 다음 다시 전원을 켜도 터미널이 다시 설정됩니다.

5. 터미널 구성을 점검합니다.
터미널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
해야 합니다.
• 터미널이 Remote * 모드입니까? 이 모드여야 합니다.
• Block * 모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Line * 모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Modify * 모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6. 물리적 연결을 점검합니다.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모든 케이블이 적절한 위치에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모든 인터페이스 카드가 슬롯에 제대로 꽂혀 있습니다.
• 터미널의 전원 코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습니다.

7. 문제가 있는 터미널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합니다.

주의: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프로세스는 무조건 즉
시 종료됩니다. 일부 유효한 프로세스는 완료하는 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kill
명령의 PID 번호를 입력할 때는 해당 프로세스가 아닌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직 작동 중인 다른 터미널이 있으면 그 터미널에서 로그인합니다(수퍼유저여야
함).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s -ef

다음과 비슷하게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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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D PID PPID C STIME TTY TIME COMMAND
root 95 1 0 Jul 20 ? 0:00 /usr/sbin/getty -h ttyd1p0 9600
root 94 0 0 Jul 20 tty0p5 0:00 /usr/sbin/getty -h tty0p5 9600
root 22095 1 0 13:29:17 ? 0:00 /usr/sbin/getty -h ttyd2p1 9600
root 22977 1 0 14:42:28 ? 0:00 /usr/sbin/getty -h ttyd2p0 9600
root 14517 1 0 Jul 21 ttyd1p4 0:01 -csh [csh]
root 107 1 0 Jul 20 ? 0:00 /usr/sbin/getty -h ttyd3p0 9600
stevem 20133 1 0 11:20:24 ttyd2p5 0:00 -csh [csh]

TTY 열을 보고 문제가 있는 터미널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찾습니다. 해당 항목의
PID(문제가 있는 터미널과 관련된 프로세스 ID) 열을 검토합니다. 문제가 있는 터
미널과 관련된 각 프로세스 ID의 목록과 함께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kill -9 process-id [process-id]...
위의 예에서는 터미널 ttyd2p5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kill -9 20133

이 명령을 실행하면 해당 터미널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가 강제 종료됩니다. 그런
다음 init 프로세스가 해당 터미널에 대한 getty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고(/etc/
inittab 파일에 이렇게 하도록 설정된 경우) 다시 한 번 로그인할 수 있게 합니다.

8. 정지되었던 터미널에 다시 한 번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로그인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를 계속
수행합니다.

9. cat를 사용하여 정지된 터미널의 장치 파일에 ASCII 파일을 보냅니다.
HP-UX는 장치 파일을 통해 주변 장치와 통신합니다. 이러한 특수 파일은 일반적으
로 /dev 디렉토리에 있으며 장치와 통신하는 데 사용할 드라이버를 결정하고(주
번호 참조) HP-UX가 통신하고 있는 장치의 주소와 특정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조 번호 참조) HP-UX에 의해 사용됩니다.
cat 명령을 사용하여 ASCII 파일(/etc/motd 또는 /etc/issue 등)을 문제가 있
는 터미널과 관련된 장치 파일에 보냅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터미널이 장치
파일 ttyd1p4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cat /etc/motd > /dev/ttyd1p4

장치 파일 /dev/ttyd1p4와 관련된 터미널에 파일 /etc/motd의 내용이 표시되
어야 합니다.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계속 수행합니다.

10. 문제가 있는 터미널의 장치 파일 매개 변수를 점검합니다.
다른 파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치 파일에는 관련된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파
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장치 파일의 액세스 권한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파일 권한
모드를 622(crw--w--w-)로 설정하면 안전합니다.
파일의 권한이 쓰기 권한을 허용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파일이 터미널에 표시되지
않으면 장치 파일의 주 번호와 보조 번호를 확인합니다. ll 명령을 사용하여 해당
번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lssf 명령을 사용하여 주 번호와 보조 번호를 해석하
고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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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점검 사항
• inittab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터미널을 추가하고 /etc/inittab 파일을 편집하여 새 항목을 만든 경우 새
항목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새 항목을 활성
화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init -q

이 명령을 실행하면 init 프로세스가 /etc/inittab 파일을 스캔하여 내부
테이블의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작동하는 하드웨어를 점검합니다.
하드웨어를 점검하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터미널에 자체 검사 기능이 있으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자체 검사 기능이
없으면 터미널의 전원을 끄고 몇 초 기다린 다음 터미널의 전원을 다시 켭
니다. 이렇게 하면 터미널 하드웨어를 검사하게 됩니다(적어도 어느 정도까
지는).

— 터미널 하드웨어를 검사하는 다른 방법은 의심스러운 터미널을 상태가 좋
은 터미널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터미널 자체 검사로 발견하지
못한 터미널 내부의 문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터미널만(키보드 및 마우스와 함께)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의심스
러운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던 케이블의 끝에 상태가 좋은 터미널을 연결합
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터미널(키보드 및 마우스와 함께)을 상태가 좋은 터
미널이 연결되어 있던 케이블에 연결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상태가 좋은 터미널이 의심스러운 터미널의 케이블에서 작동하지 않고 의
심스러운 터미널이 새 위치에서 제대로 작동하면 터미널 자체는 제대로 작
동하고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 그 다음 컴퓨터에 터미널을 연결하는 케이블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
운 케이블을 상태가 좋은 케이블로 교체합니다.

참고: 각 케이블 끝에 있는 터미널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냈으므
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의 끝만 서로 바꾸면 됩니다. 케이블을
교체하기 전에 문제가 있던 터미널에 문자가 그대로 나타나면 케이블이 고
장나거나 잘못 연결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터미널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
전에 문제가 있던 터미널/케이블은 새로운 위치에서 제대로 작동하면 MUX,
포트 또는 인터페이스 카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터미널 문제

터미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는 화면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문제
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유효한 데이터 문자와 섞여서 표시되거나 완전히 불필요한 정보
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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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정보가 유효한 데이터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확인할 사항

다음은 불필요한 문자가 유효한 데이터와 혼합될 수 있는 이유의 목록입니다.
• 데이터 회선의 노이즈:

— 너무 긴 RS-232 케이블(권장되는 최대 길이는 15m)
— 전기적으로 노이즈가 심한 장비(모터 등) 근처에 있는 데이터 케이블
— 케이블 내의 누전되거나 고장난 전선
— 노이즈가 심한 연결(전화선을 사용하는 경우)

• 모뎀, 인터페이스 카드 또는 터미널 자체의 하드웨어 문제
• I/O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불필요한 정보 전송
• 터미널의 Display Functns* 기능이 설정됨(일반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문자 표시)

출력되는 모든 것이 불필요한 정보인 경우 확인할 사항

화면에 불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사항)는 전송 속도의 불일치입니다. 터미널 속도 설정이 회선의 속도 설정과 다르면(stty
명령을 통해 설정됨) 화면에 불필요한 정보만 표시됩니다(표시될 정보가 있는 경우).
화면에 불필요한 정보만 표시될 수 있는 다른 이유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았으면 Break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getty가 /etc/gettydefs
파일의 다음 항목을 시도합니다. gettydefs 파일은 getty가 다양한 항목을 시도할
때 다양한 속도 설정도 시도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설정 방식). 이렇게 설
정하면 Break 키를 누를 때마다 getty는 다양한 속도를 시도합니다. 정확한 속도가 일
치되면 읽을 수 있는 로그인 프롬프트를 얻게 됩니다.
• TERM이라는 셸 환경 변수가 터미널에 적절한 값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HP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셸의 set 명령을 사용하여 TERM 값을 hp(소문자)로
설정합니다.

•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불필요한 정보 출력을 생성합니다.
• 잘못 연결된 케이블
• 데이터 회선의 과도한 노이즈
• 하드웨어 장애(손상된 인터페이스 카드, 모뎀, MU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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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프린터 관리

참고: “플로터”라는 용어는 이 절에서 “프린터”라는 용어와 구분 없이 사용됩니다. 따
라서 프린터에 해당하는 모든 기능이 플로터에서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 인쇄 관리에 대한 개념적인 정보는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를 참조하십시
오.

• 인쇄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절차는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를 참
조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네트워크와 작업 그룹에 새 시스템을 구성하고 파일 및 프린터와 같은 리소
스와 메일 및 백업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공유 액세스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작업에 대
해 설명합니다.

LP 스풀러 관리
다음 절차는 LP 스풀러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 “LP 스풀러 중지 및 재시작” (145 페이지)
• “인쇄 요청 흐름 제어” (146 페이지)
• “프린터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147 페이지)
• “프린터 인쇄 임계값 설정” (147 페이지)
• “프린터의 기본 요청 우선 순위 변경” (148 페이지)
“추가 프린터 작업 요약” (148 페이지)의 표 4-1은 일반적인 관리 작업에 대한 시스템 관
리 지침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프린터 문제 해결” (149 페이지)의 표 4-2는 인쇄 관리에 대한 문제 해결 정보
를 제공합니다.
표 4-3 (150 페이지) 및 표 4-4 (151 페이지)에는 인쇄 요청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HP-UX 명령 목록이 있습니다.

LP 스풀러 중지 및 재시작
일반적으로 LP 스풀러는 부팅 프로세스 동안 시작됩니다. 스케줄러를 시작하지 않도록
부팅 절차를 변경하려면 /etc/rc.config.d/lp 파일을 편집하여 셸 환경 변수 LP를
0으로 설정합니다.
스풀링 시스템을 수정할 때마다(예: 프린터 추가 또는 제거) 스풀러를 중지하고 수정이
완료된 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HP System Management Homepage 또는 HP-UX 명
령을 사용하여 LP 스풀러를 중지하거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HP SMH 사용

1. HP SMH 홈 페이지에 root로서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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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ols,Printer Management,Save or Restore Print Spooler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도구 시작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클라이언트 콘솔이 PC인 경우에는 이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X Window 서
버를 실행해야 합니다.

3. Run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린터 관리 X Window가 표시됩니다.
Actions 메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LP 스풀러를 중지하려면 Stop Print Spooler를 선택합니다.

LP 스풀러를 중지하기 전에 HP SMH에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LP 스풀러를 시작 또는 재시작하려면 Start LP Spooler를 선택합니다.
시작할 때 기록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HP SMH에서 표시됩니다. yes
를 선택하면 /var/adm/lp/log에 정보가 기록됩니다.

HP-UX 명령 사용

1. 수퍼유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활성 인쇄 요청을 확인합니다. 이상적으로는 LP 스풀러를 중지하기 전에 인쇄 요청
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usr/bin/lpstat -o -i

위의 명령에서 -o 옵션은 모든 출력 요청의 출력을 인쇄하고 -i 옵션은 원격 요청
의 보고를 숨깁니다(즉, lpstat는 로컬 요청만 표시합니다).

3. LP 스풀러를 중지합니다.
/usr/sbin/lpshut

모든 활성 인쇄 요청이 중지되지만 인쇄 대기열에는 남아 있습니다.

4. LP 스풀러를 다시 시작합니다.
/usr/sbin/lpsched

스풀러가 다시 시작되면 lpshut 명령이 실행된 시간에 인쇄되고 있던 인쇄 요청은 이
전에 인쇄된 양에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다시 인쇄됩니다.

인쇄 요청 흐름 제어
수퍼유저로 HP SMH 또는 HP-UX 명령을 사용하여 지정한 프린터 또는 프린터 클래스
의 대기열로 가는 인쇄 요청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HP-UX 명령 사용

프린터 또는 프린터 클래스로 인쇄 요청을 보내려면 accept 명령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sbin/accept laser1 jet2 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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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accept(1M)를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또는 프린터 클래스로 인쇄 요청을 보내지 않으려면 reject 명령을 사용합니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sbin/reject lj

참고: reject 명령이 클래스의 구성원이 아니라 프린터 클래스에 대해서만 실행된
경우 해당 클래스에 accept 명령이 다시 실행될 때까지 다음 인쇄 요청에 특정 프린터
(클래스 아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래스의 모든 개별 프린터에 reject 명령을 실행하고 클래스 자체에는 실행하
지 않은 경우 accept 명령에 의해 클래스의 프린터 중 적어도 하나가 인쇄 요청을 처리
할 수 있을 때까지 인쇄 요청이 클래스 요청 디렉토리에 남아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reject(1M)를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HP SMH 또는 HP-UX 명령 enable 및 disable을 사용하여 인쇄용 프린터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사용하는 데는 수퍼유저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린터 각각에 대해 enable 및 disable 명령을 실행하거나 각 프린터를 공백으로 분
리하여 하나의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bin/enable laser1 laser2 laser3

프린터 클래스가 아닌 개별 프린터만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
로, 프린터가 비활성화될 때 인쇄되고 있던 요청은 프린터가 다시 활성화된 후 전체적으
로 다시 인쇄됩니다. reject 명령을 사용하여 허용되지 않도록 설정하지 않았다면 비
활성화된 프린터는 새로운 인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인 인쇄 요청은 프
린터가 활성화된 후 인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nable(1) 및 disable(1)을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인쇄 임계값 설정
인쇄 임계값은 프린터와 연결되어 인쇄 요청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0에서 7
사이의 값입니다. 인쇄 요청은 프린터의 인쇄 임계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인쇄 대기열에 남아 있게 됩니다.
HP SMH 또는 HP-UX 명령을 사용하여 인쇄 임계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HP-UX 명령을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수퍼유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LP 스풀러를 중지합니다.

/usr/sbin/lpshut

자세한 내용은 “LP 스풀러 중지 및 재시작” (1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0에서 7 사이의 값을 사용하여 프린터의 인쇄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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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sbin/lpfence myprinter 5

4. LP 스풀러를 다시 시작합니다.
/usr/sbin/lpsched

프린터의 기본 요청 우선 순위 변경
1. 수퍼유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LP 스풀러를 중지합니다.

/usr/sbin/lpshut

자세한 내용은 “LP 스풀러 중지 및 재시작” (1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우선 순위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sbin/lpadmin -pmyprinter -g7

-g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요청 우선 순위는 0으로 설정됩니다.

4. LP 스풀러를 다시 시작합니다.
/usr/sbin/lpsched

추가 프린터 작업 요약
표 4-1에는 추가 프린터 작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령의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표에서 LJ-1234 및 LJ-1829는 샘플 인쇄 요청을 나타내고 lj1 및
lj2는 프린터를 나타냅니다.

표 4-1 추가 인쇄 작업

추가 정보예제작업

lj2는 대상 프린터 또는 프린터 클래스입니다.
lpalt(1)를 참조하십시오.

lpalt LJ-1234 -dlj2인쇄 요청을 다른 위치
로 이동

LJ-1234는 lp 또는 lpalt에 의해 반환된 고유
요청 ID 번호입니다. cancel(1), lp(1) 및 lpalt(1)를
참조하십시오.

cancel LJ-1234인쇄 요청 취소

이렇게 하면 LJ-1829의 우선 순위가 3으로 변경
됩니다. lpalt(1)를 참조하십시오.

lpalt LJ-1829 -p3인쇄 요청의 우선 순위
변경

스풀러 작업을 기록하려면 lpsched에 -a 옵션을
입력하여 스풀러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스풀러 시스템을 최적 작업으로 구성하는 데 유용
합니다. lpana(1M)를 참조하십시오.

lpanaLP 스풀러 작업에 대한
통계 표시

lpstat(1)를 참조하십시오.lpstat -o요청 ID 번호 목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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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추가 인쇄 작업 (계속)

추가 정보예제작업

lj1 및 lj2는 소스 및 대상 프린터 또는 프린터
클래스입니다. lpshut 및 lpsched를 실행해야
합니다. lpmove(1M) 및 lpsched(1M)를 참조하십
시오.

lpshut
lpmove lj1 lj2
lpsched

한 프린터에서 다른 프
린터로 모든 인쇄 요청
이동

스풀러, 인쇄 요청 및 프린터에 대한 자세한 상태
정보를 보려면 lpstat에 -t 옵션을 사용합니다.
lpstat(1)를 참조하십시오.

lpstat프린터 및 인쇄 요청 상
태 보기

일반적인 프린터 문제 해결
표 4-2에는 프린터의 문제점과 가능한 해결 방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4-2 프린터의 문제 및 해결 방법

해결 방법문제점

프린터가 활성화되었는지, 프린터가 요청을 받아들이는지, 스케줄러가 실
행 중인지 및 장치 파일이 올바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지정합니다.
lpstat -t

프린터의 플러그가 꽂혀 있고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린터에 용지가 있는지 또는 용지가 걸려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프린터가 직렬(RS232) 및 병렬 인터페이스를 모두 지원하는 경우 케이블이
프린터 및 컴퓨터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프린터가 올바른 인터페이스에
대해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린터가 원격 프린터인 경우 원격 시스템 및 해당 스풀러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고, 프린터가 활성화되어 로컬 및 원격 시스템 모두에서 요청을 받
아들이는지 확인하고, 원격 스풀러 데몬이 원격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LP 스풀러에 원격 프린터 추가” (153 페이지)에 있는 절차의
다른 항목을 확인합니다.
기록하도록 설정하고 LP 스풀러를 시작한 경우 /var/adm/lp/log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 보십시오.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취소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ancel laserjet-1194

인쇄되는 출력이 원하는 내용
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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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프린터의 문제 및 해결 방법 (계속)

해결 방법문제점

목록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프린터를 오프라인으로 만듭니다.
2. disable 명령을 실행합니다.
3. 걸린 용지를 제거하고 용지를 다시 로드합니다.
4. 프린터를 온라인으로 만듭니다.
5. enable 명령을 실행합니다.
목록의 중지된 지점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프린터를 오프라인으로 만듭니다.
2. 걸린 용지를 제거하고 용지를 다시 로드합니다.
3. 프린터를 온라인으로 만듭니다.
4. 인쇄가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enable 명령을 실행합니다.

용지 걸림 또는 용지 없음으로
인쇄가 중지되었으나 인쇄를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HP SMH의 “Save/Restore Print Configuration” 메뉴 항목을 사
용합니다.

LP 스풀러 구성을 복원해야
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rm /var/spool/lp/SCHEDLOCK

그런 다음 수퍼유저로 다시 시도합니다.

lpsched를 사용할 때 LP 스
풀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kill -15 process_id

여기서 process_id는
ps -ef | grep lpsched

명령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ps(1) 참조).

lpshut을 사용할 때 LP 스풀
러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및 LP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LP 명령
모든 사용자는 파일을 프린터 대기열로 보내고, LP 시스템의 상태를 보고, 인쇄 작업을
취소하고, 프린터를 서비스 시작 및 서비스 중지 상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LP 명령은 모든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옵션 및 사용법은 HP-UX 맨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표 4-3 LP 스풀러 사용자 명령

설명명령

프린터 또는 플로터에 인쇄 요청을 보냅니다.lp(1)

LP 스풀러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인쇄합니다. 스케줄러, 프린터, 프린터 클래스
및 기본 시스템 프린터의 상태를 보고합니다.

lpstat(1)

요청 ID로 지정된 스풀링된 파일의 인쇄 요청을 취소합니다.cancel(1)

이름이 지정된 프린터의 상태를 변경하여 활성화하고 스풀링된 요청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n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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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LP 스풀러 사용자 명령 (계속)

설명명령

이름이 지정된 프린터의 상태를 변경하여 비활성화하고 스풀링된 요청을 인쇄하
지 않도록 합니다.

disable(1)

프린터 요청을 대체합니다. 새로운 요청 ID를 발행합니다.lpalt(1)

LP 관리자는 시스템의 구성을 변경하고, 서비스 시작 및 서비스 중지 상태로 프린터를
표시하고, 시스템을 시작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표 4-4 LP 관리자 명령

설명명령

프린터 스케줄러를 종료합니다.lpshut(1M)

LP 스풀러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명령입니다. 프린터 추
가/제거, 클래스 구성원 변경, 장치 파일을 프린터와 연결, 프린터에 인터페이스
지정, 시스템 기본 대상 설정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lpadmin(1M)

인쇄 장치에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accept(1M)

인쇄 장치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합니다.reject(1M)

장치에 대한 인쇄 요청을 예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시작 시 호출됩니다.lpsched(1M)

한 프린터에서 다른 프린터로 요청을 이동합니다.lpmove(1M)

스풀링된 파일이 인쇄될 수 있는 최소 우선 순위를 정의합니다.lpfence(1M)

LP 스풀러를 사용하도록 프린터 구성
이 절에서는 다음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LP 스풀러 초기화” (152 페이지)
• “LP 스풀러에 로컬 프린터 추가” (152 페이지)
• “LP 스풀러에 원격 프린터 추가” (153 페이지)
• “네트워크 기반 프린터 추가” (156 페이지)
• “프린터 클래스 만들기” (156 페이지)
• “LP 스풀러에서 프린터 제거” (157 페이지)
• “프린터 클래스에서 프린터 제거” (158 페이지)
• “프린터 클래스 제거” (15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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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스풀러 초기화
LP 스풀러를 사용하려면 먼저 초기화해야 합니다.

HP SMH 사용

HP SMH를 사용하여 프린터를 추가하는 경우 LP 스풀러를 초기화하라는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HP-UX 명령 사용

HP-UX 명령을 사용하여 다음 단계에 따라 LP 스풀러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LP 스풀러에 프린터를 적어도 한 대 이상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P 스풀러에 로컬 프린터 추가” (15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LP 스풀러가 해당 프린터에 대한 인쇄 요청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에 있는 배관 시스템 비유를 사용하면 이것은 물
탱크 위에 있는 허용/거부 밸브를 여는 것에 해당합니다. “인쇄 요청 흐름 제어”
(14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LP 스풀러가 프린터를 인쇄 가능하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배관 시스템 비유에서 이것은 물 탱크 밑에 있는 사용 가능/사용 불가 밸브를 여는
것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4. LP 스풀러의 전원을 켭니다.
자세한 내용은 “LP 스풀러 중지 및 재시작” (1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LP 스풀러에 로컬 프린터 추가

참고: LP 스풀러에 프린터를 추가하는 것과 시스템에 프린터를 추가하는 것을 혼동하
지 마십시오. LP 스풀러에 프린터를 추가할 때는 LP 스풀러를 구성해야 하지만 시스템
에 프린터를 추가할 때는 컴퓨터에 프린터를 연결하고 커널에 필요한 드라이버를 구성
해야 합니다.

HP SMH 사용

LP 스풀러에 로컬 프린터를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HP SMH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HP SMH는 CDE의 일부 구성 작업(CDE가 사용되는 경우)과 SharedPrint의 일부 구성
작업(SharedPrint 프린터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도 수행합니다.

HP-UX 명령 사용

1. 수퍼유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LP 스풀러를 중지합니다.

/usr/sbin/lpshut

자세한 내용은 “LP 스풀러 중지 및 재시작” (1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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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P 스풀러에 프린터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sbin/lpadmin -plocal_printer -v/dev/lp -mHP_model -g7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padmin(1M)을 참조하십시오. -m 옵션의 선택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4. 추가되는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을 실행합니다.
/usr/sbin/lpadmin -dlocal_printer

새로 추가된 프린터에 대한 인쇄 요청이 허용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sbin/accept local_printer

accept에 대한 내용은 “인쇄 요청 흐름 제어” (14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새로 추가된 프린터가 인쇄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bin/enable local_printer

자세한 내용은 “프린터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14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LP 스풀러를 다시 시작합니다.
/usr/sbin/lpsched

7. LP 스풀러를 사용하는 프린터를 검사한 다음 LP 스풀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lp -dlocal_printer /etc/passwd
lpstat -t

LP 스풀러에 원격 프린터 추가
원격 스풀링 개념을 익히려면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시스템에 프린터를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HP SMH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HP-UX 명령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HP SMH 절차의 단계 4를 검토하십시오. 이 정보는
수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HP SMH 사용

참고: HP SMH는 원격 시스템에 실제 프린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프
린터가 설치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프린터를 원격 프린터로 추가
하기 전에 HP SMH를 사용하여 원격 시스템에 구성합니다.

1. HP SMH 홈 페이지에 root로서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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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ols, Printer Management, Configure Printers or Plotters를 선택합니다. 그러
면 Tool Launch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클라이언트 콘솔이 PC인 경우에는 이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X Window 서
버를 실행해야 합니다.

3. 필요한 경우 대상 표시 콘솔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Run 단추를 클릭합니다. 프린터
구성 페이지가 표시된 X Window가 나타납니다.

4. Action 풀다운 메뉴에서 Add Remote Printer/Plotter ...를 선택합니다.
5. 프린터 또는 플로터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세한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 Printer Name

• Remote System Name

• Remote Printer Name

• Whether Remote Printer is on a BSD system

• Remote Cancel Name

• Remote Status Name

• Default Request Priority

• Allow Anyone to Cancel a Request의 여부
• Make this Printer the Default Destination의 여부

6. 모든 필드를 입력한 후 OK를 선택합니다. HP SMH는 구성에 실패한 경우 문제 해
결 정보를 반환합니다. 원격 시스템 구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
습니다. 다음과 같이 점검합니다.
a. 원격 시스템에서 /etc/services를 편집하고, 필요한 경우 printer로 시작
하는 줄에서 #를 제거하여 주석 처리를 해제합니다.

b. 모든 시스템이 /var/adm/inetd.sec에 의한 액세스에서 제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c. rlpdaemon이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HP-UX 명령 사용

1. 수퍼유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LP 스풀러를 중지합니다.

/usr/sbin/lpshut

자세한 내용은 “LP 스풀러 중지 및 재시작” (1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원격 프린터를 추가합니다.
• 원격 프린터가 HP-UX 시스템에 있으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lpadmin -plocal_printer -v /dev/null -mrmodel \
-ormremote_machine -orpremote_dest -ocmrcmodel \
-osmrsmodel

• 원격 프린터가 HP-UX 시스템에 없으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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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admin -plocal_printer -v /dev/null -mrmodel \
-ormremote_machine -orpremote_dest -ocmrcmodel \
-osmrsmodel -ob3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padmin(1M)을 참조하십시오. -m 옵션에 지정하는 정
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4. 새로 추가된 원격 프린터에 대한 인쇄 요청이 허용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습니다.
/usr/sbin/accept local_printer

5. 추가되는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을 실행합니다.
/usr/sbin/lpadmin -dlocal_printer

6. 새로 추가된 프린터가 인쇄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bin/enable local_printer

7. 인쇄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LP 스풀러를 다시 시작합니다.
/usr/sbin/lpsched

8. 프린터에 샘플 인쇄 작업을 보냅니다.
• 인쇄 작업이 인쇄되면 원격 인쇄 데몬(rlpdaemon)이 시스템에서 활성화되고
작업이 완료됩니다.

• 인쇄 작업이 인쇄되지 않으면 원격 인쇄 데몬(rlpdaemon)이 아직 원격 시스
템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와 같이 원격 프린터가 있는
호스트 시스템에서 rlpdaemon을 활성화합니다.

9. /etc/inetd.conf에서 다음 줄을 찾습니다.
# printer stream tcp nowait root /usr/sbin/rlpdaemon rlpdaemon -i

# 기호가 줄의 맨 앞에 있으면 rlpdaemon 줄이 주석 처리된 것이므로 프린터가 원
격으로 인쇄할 수 없습니다.
/etc/inetd.conf 파일을 편집하여 # 기호를 제거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10. /etc/services에서 다음 줄을 찾습니다.
# printer 515/tcp spooler #remote print spooling

# 기호가 줄의 맨 앞에 있으면 서비스가 주석 처리된 것이므로 원격 인쇄 스풀러가
프린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편집하여 첫 번째 열에 있는 # 기호를 제거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11. 인터넷 데몬 inetd를 다시 구성하여 /etc/inetd.conf 파일을 다시 읽도록 합
니다. 다음 명령을 호출합니다.
/usr/sbin/inetd -c

또한, 원격 인쇄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제한하는 /var/adm/inetd.sec
에서 항목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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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P 스풀러를 사용하는 프린터를 검사한 다음 LP 스풀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lp -dlocal_printer /etc/passwd
lpstat -t

네트워크 기반 프린터 추가

HP SMH 사용

HP SMH를 사용하여 HP JetDirec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반 프
린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HP JetDirect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을 SMH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프린터의 노드 이름(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이름)
• LP 스풀러가 프린터를 참조하는 데 사용할 로컬 이름
HP JetDirect를 사용하면 프린터가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프린터는 LAN
연결을 사용하고 HP JetDirect 소프트웨어는 인쇄 요청을 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JetDirect Network Interface Configur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HP-UX 명령 사용

HP SMH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린터나 프린터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함께 제공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프린터 클래스 만들기
개념적인 정보를 보려면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프린터가 스풀러에 추가될 때 HP SMH를 사용하여 프린터 클래스에 프린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HP SMH를 사용할 수 없으면 HP-UX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HP-UX 명
령을 사용하려면 LP 스풀러에 프린터 몇 대를 추가한 후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수퍼유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LP 스풀러를 중지합니다.

/usr/sbin/lpshut

자세한 내용은 “LP 스풀러 중지 및 재시작” (1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프린터 클래스를 만들고 프린터 클래스에 추가하려는 프린터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laser1이라는 프린터를 laser라는 프린터 클래스에 추가하려면 다음
을 입력합니다.
/usr/sbin/lpadmin -plaser1 -claser

한 번에 프린터 한 대만 클래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프린터가 두 대 이상
이면 위 명령을 반복합니다.

4. 새로 추가된 프린터 클래스에 대한 인쇄 요청이 허용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sbin/accept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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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P 스풀러를 다시 시작합니다.
/usr/sbin/lpsched

LP 스풀러에서 프린터 제거

HP SMH 사용

1. HP SMH 홈 페이지에 root로서 액세스합니다.
2. Tools, Printer Management, Configure Printers or Plotters를 선택합니다. 그러
면 Tool Launch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클라이언트 콘솔이 PC인 경우에는 이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X Window 서
버를 실행해야 합니다.

3. 필요한 경우 대상 표시 콘솔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Run 단추를 클릭합니다. 프린터
구성 페이지가 표시된 X Window가 나타납니다.

4. Actions 풀다운 메뉴에서 Remove ...를 선택합니다. 제거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대
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참고: HP SMH는 LP 스풀러에서 프린터를 제거하기 전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인
쇄 작업이 프린터의 대기열에 남아 있거나 프린터가 시스템 기본 대상이면 HP SMH
는 이에 대해 알립니다. 대기열에 작업이 남아 있는 프린터를 제거하려고 하면 HP
SMH는 남아 있는 작업을 취소합니다.

5. 제거할 것임을 확인하고 YES를 클릭합니다.

HP-UX 명령 사용

1. 수퍼유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선택 사항): 시스템에서 프린터를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3. 프린터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파일에서 프
린터를 제거합니다. 이에 대한 지침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 LP 스풀러를 중지합니다.
/usr/sbin/lpshut

자세한 내용은 “LP 스풀러 중지 및 재시작” (1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5. (선택 사항): 프린터에 대한 추가적인 인쇄 요청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습니다.
/usr/sbin/reject -r"Use alternate printer." laser1

이 단계를 수행하면 프린터를 제거하기 전에 새로운 작업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프린터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거부된 대상에 요청을 보내면 “Use
alternate printer”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프린터가 제거된 후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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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보내려고 하면 “Destination printer_name non-existent”라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 요청 흐름 제어” (146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6. (선택 사항): 프린터의 대기열에 작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
니다.
/usr/bin/lpstat -o laser1

7. (선택 사항): 제거할 프린터를 비활성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bin/disable -r"Printer laser1 is disabled." laser1

프린터의 대기열에 작업이 있는 경우 이 작업들이 인쇄될 때까지 대기하지 않고 프
린터를 제거하려면 위의 disable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disable 명령을 실행
하면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터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14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린
터에 대한 모든 인쇄 요청을 취소하려면 disable 명령에 -c 옵션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8. (선택 사항): 프린터 대기열에 작업이 없으면 9단계를 수행합니다. 대기열에 작업이
있으면 요청 디렉토리에 있는 보류된 모든 인쇄 요청을 다른 프린터 요청 디렉토리
로 옮길지, 아니면 모든 요청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쇄 요청
을 옮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usr/sbin/lpmove laser1 laser2

모든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usr/bin/cancel laser1

9. LP 스풀러에서 프린터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sbin/lpadmin -xlaser1

10. LP 스풀러를 다시 시작합니다.
/usr/sbin/lpsched

명령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pshut(1M), lpadmin(1M) 및 lpsched(1M)를 참
조하십시오.

프린터 클래스에서 프린터 제거
이 개념을 익히려면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HP SMH를 사용하여 프린터 클래스에서 프린터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HP-UX 명령 사용

1. 수퍼유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LP 스풀러를 중지합니다.

/usr/sbin/lps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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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LP 스풀러 중지 및 재시작” (1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클래스에서 프린터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sbin/lpadmin -plaser1 -rclass

4. LP 스풀러를 다시 시작합니다.
/usr/sbin/lpsched

명령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pshut(1M), lpadmin(1M) 및 lpsched(1M)를 참조하
십시오.

프린터 클래스 제거
이 개념을 익히려면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HP SMH를 사용하여 프린터 클래스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HP-UX 명령 사용

1. 수퍼유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LP 스풀러를 중지합니다.

/usr/sbin/lpshut

자세한 내용은 “LP 스풀러 중지 및 재시작” (14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선택 사항): 프린터에 대한 추가적인 인쇄 요청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습니다.
/usr/sbin/reject -r"Use alternate printer." laser1

4. (선택 사항): 프린터의 대기열에 작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
니다.
/usr/bin/lpstat -o laser1

5. (선택 사항): 프린터 클래스에 대한 요청 디렉토리에 있는 보류된 모든 인쇄 요청을
다른 프린터나 프린터 클래스로 옮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sbin/lpmove laser1 laser2

6. 프린터 클래스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usr/sbin/lpadmin -xlaser

7. LP 스풀러를 다시 시작합니다.
/usr/sbin/lpsched

명령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pshut(1M), reject(1M), lpmove(1M), lpadmin(1M)
및 lpsched(1M)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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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린터 클래스를 제거할 때 클래스에 있는 프린터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프린터는 개별 프린터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클래스에서 모든 프린터를 제
거하면 이 클래스는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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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프트웨어 관리
다음 응용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 및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
다.
• Software Distributor를 사용하면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
어 모두를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SD-UX(Software Distributor)”를
참조하십시오.

• Software Package Builder는 HP-UX SD(Software Distributor) 패키지 형식을 사용
하여 화면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PB(Software Package Builder)” (16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Ignite-UX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Ignite-UX는 관리
자가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골든 디스크를 만들고, 배포하고, 사용자 정의하고, 로컬
또는 원격 시스템에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Ignite-UX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D-UX(Software Distributor)
SD-UX(Software Distributor)를 사용하여 로컬 시스템에서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및 응
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모두를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SD-UX는 명령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HP-UX 운영 체제의 일부입니다.
SD-UX의 몇 가지 기본 사항은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SD-UX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ftware Distributor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D-UX를 사용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로컬 시스템에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추
가” (16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 또는 여러 미디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목록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목록 표시” (16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제거” (167 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 네트워크 호스트(배포 저장소)를 만듭니다. “SD-UX 역할” (167 페이지) 및 “네트워
크 호스트 설정(저장소 만들기)” (16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 배포 소스 또는 미디어에서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합니다.
•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이 호환되는지 확인합니다.
• 이후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만듭니다.
•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구성합니다.
SD-UX 명령 목록은 표 5-1 “SD-UX 명령 요약” (164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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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UX 소프트웨어 구조
SD-UX 명령은 소프트웨어 객체의 계층 구조에서 작동합니다. SD-UX 객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들 여러 제품에서 수집되어 특정 목적을 위해 HP에 의해 캡슐화된 파일 세트

모음입니다. 모든 HP-UX 11.x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는 번들로 제공됩니
다.
제품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HPUXMinRuntime B.11.31 English HP-UX Minimum Runtime
Environment

제품 하위 제품(선택 사항) 및 파일 세트의 모음입니다. SD-UX 명령은 제품을
중심으로 하지만 하위 제품 및 파일 세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Networking HP-UX_LanLink_Product

하위 제품 제품에 파일 세트가 여러 개 들어 있는 경우 제품 내에서 논리적으로 관련
된 파일 세트의 그룹입니다.
하위 제품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Networking.Runtime
Networking.MinimumRuntime

파일 세트 제품을 구성하는 파일 및 제어 스크립트입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관리 가
능한(선택 가능한) SD-UX 소프트웨어 객체입니다. 파일 세트는 단일 제품
의 일부일 뿐이지만 여러 HP-UX 번들 및 둘 이상의 하위 제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untime 하위 제품에는 MinimumRuntime 하위 제품의 모든 파일 세트와
몇 가지 추가 파일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파일 세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Networking.LAN-KRN
Networking.LAN-PRG
Networking.LAN-RUN

Networking.LAN-KRN 및 Networking.LAN-RUN 파일 세트는
HPUXMinRuntime 번들의 일부입니다.
처음 세 항목은 하위 제품
Networking.Runtime 및 Networking.MinimumRuntime에 들어 있
습니다.
Networking.LAN-PRG 파일 세트는 HPUXMinRuntime 번들의 일부이
며 Networking.Development 하위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D-UX 명령은 이 제품 구조를 다음 형식으로 참조합니다.
bundle[.] 또는 product[.[subproduct.]fil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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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위치
SD 형식으로 패키지화된 소프트웨어는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모든 시스템은 하나 이상
의 저장소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저장소는 소프트웨어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모두 가지
고 있는 저장 위치입니다. 테이프 또는 CD/DVD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복사하거나
(SD-UX swcopy 명령 사용)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만들어(swpackage 명령
사용) 저장소를 만듭니다. 저장소를 사용하려면 우선 등록해야 합니다(swreg 명령 사
용). 그런 다음 대상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swinstall 명령을 사용하여 설치 작업의 소
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장소의 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렉토리 저장소 디렉토리 저장소의 소프트웨어는 파일 시스템의 일반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기본적으로 /var/spool/sw에 저장).
SD-UX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최상위 디렉토리를 통해 디렉토리 저
장소를 참조하십시오. CD/DVD 저장소에서 디렉토리는 미디어의
마운트 지점이 됩니다.

테이프 저장소 테이프 저장소의 소프트웨어는 tar 아카이브 형식으로 지정됩니다.
카트리지 테이프, DAT 및 9 트랙 테이프와 같은 테이프 저장소는
테이프 드라이브의 장치 파일에 대한 파일 시스템 경로로 참조됩니
다.
테이프 저장소는 swpackage를 사용하여 만들기만 할 수 있으며
SD-UX 명령을 사용하여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swcopy
를 사용하여 테이프에 직접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swpackage를 사용하십시오.
테이프 저장소의 소프트웨어는 로컬 호스트에 직접 설치될 수 있지
만 우선 디렉토리 저장소에 전달되어야 네트워크의 다른 호스트에
서 “풀링”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 저장소에는 한 번에 한 명령만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별도로 저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SD-UX 작업
SD-UX 명령은 명령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D-UX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winstall, swcopy, swremove 및 11.x의 swlist -i와 같은 명령에 대한 그래픽 및
터미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SD-UX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swinstall. “소프트웨어 추가” (164 페이지) 참조
• swlist. “소프트웨어 목록 표시” (166 페이지) 참조
• swremove. “소프트웨어 제거” (167 페이지) 참조
다음 표에서는 몇 가지 다른 SD-UX 함수의 목록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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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SD-UX 명령 요약

목적명령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swinstall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swremove

소프트웨어를 저장소에 패키지화합니다.swpackage

한 저장소에서 다른 저장소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합니다.swcopy

저장소에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목
록을 표시합니다.

swlist

다른 시스템에서 저장소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swreg

설치된 소프트웨어 및 저장소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확인합니다.swverify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거나 구성 해제합니다.swconfig

SD-UX 소프트웨어 객체에 대한 액세스를 변경합니다.swacl

swagent 명령 호출 등 로컬 또는 원격 SD 소프트웨어 관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swagentd

대화형 요청 스크립트 실행swask

소프트웨어 제품 수정swmodify

작업 브라우저 GUI 시작sd

SD-UX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ftware Distributor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추가

1. /usr/sbin/swinstall을 입력합니다.
DISPLAY 변수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swinstall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터미널 인터페이스가 사용됩니다.

2. Source Host Name을 클릭하고 설치할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3. Source Depot Path를 클릭하고 설치할 등록된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4. bundle/product/fileset에 설치하도록 선택합니다.
선택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들

• 제품

• 파일 세트
항목을 선택하려면 번들로 커서를 이동하고 Return 키 또는 Space 키를 누릅니다.
하나 이상의 항목을 선택하여 설치 대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번들 또는 제품에 속한 하위 집합을 모두 보려면 Open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한 항
목이 선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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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설명을 보려면 항목을 선택하고 Show Description Of
Software를 선택합니다.
업데이트 미디어에 있는 새 소프트웨어로 운영 체제의 전체 부분을 업데이트하려
면 Match What Target Has를 선택합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같은 버전이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 swinstall은 파
일 세트를 다시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파일이 손실되어 같은 버전을
다시 설치하려면 Options/Change Option을 선택하여 설치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품 또는 파일 세트를 설치하면 선택된 항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종속 파일 세트
가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5. Action/Install (analysis)을 선택하여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설치 프로세스는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
설치 분석 종속성을 검사하고, 모든 파일을 올바로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 순서를 정의하여, 새 커널이 필요한 파일 세트가 많은 경우 등에
도 한 커널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실행 단계 필요한 경우 사전 설치 작업을 수행하고 파일 세트를 설치합니다.
설치 후 커널을 다시 만들고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는 등 설치 후 작업을 수행

합니다.
구성 단계 시스템에 설치된 파일 세트를 구성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시스템을

다시 부팅한 후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sbin/init.d/
swconfig에 대한 링크인 /sbin/rc2.d/S120swconfig 스크립
트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설치 정보는 /var/adm/sw/swinstall.log 및 /var/adm/sw/swagent.log
에 기록됩니다. 설치 프로세스 중에 swagent.log 로그 파일을 열려면 Logfile...
을 누릅니다. 로그 파일에서 오류를 확인합니다.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설치

대부분의 HP 소프트웨어 제품은 DVD 광학 미디어에 담긴 “보호되는” 제품으로서 제
공됩니다. 즉, 사용자가 “코드워드” 및 “고객 ID”를 제공하지 않으면 설치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코드워드로 잠금을 해제한 소프트웨어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
는 유효한 라이센스를 가진 컴퓨터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워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정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코드워드는 HP에서 받은 DVD 인증서에 있습니다. 인증
서는 코드워드와 코드워드가 유효한 고객 ID를 보여 줍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한 모든
DVD 제품의 잠금은 코드워드 하나로 해제됩니다. 추가로 HP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
한 경우 HP에서 추가로 코드워드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코드워드와 고객 ID를 입력하
기만 하면 이전에 입력한 코드워드와 병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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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고객 ID 및 DVD의 코드워드는 대상 시스템당 하나씩만 입력해야 합니다. 코드워
드와 고객 ID는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var/adm/sw/.codewords에 저장됩니다.
SD-UX는 보호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앞서 이러한 코드워드 또는 번호를 묻는 메시
지를 표시합니다. SD-UX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나(Actions 메뉴에서
Add New Codeword 사용) 명령줄에서 적절한 기본값을 사용하여(-x codeword=xxxx
및 -x customer_id=xxx) 번호를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샘플 DVD 인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5-1 샘플 DVD 인증서
HP 판매 주문 번호: 12345678-90123C
날짜:16Nov97

디스크 제품 번호:B3108-31083
고객 ID:12345678-90123C
코드워드:
              1234 5678 9012 3456 7890 1234 5678

제품 번호 제품 설명
-----------------------------         ------------------------------------
B2491A                               MirrorDisk/UX
B3701AA                            GlancePlus Pak

소프트웨어 목록 표시

swlist를 사용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목록에 표시할 “수준”(번들, 제품, 하위 제품, 파일 세트 또는 파일)을 지정합니다.
• 소프트웨어 선택 사항의 제품 구조를 표시합니다.
• 크기, 버전 및 공급업체와 같은 소프트웨어 속성을 표시합니다.
• 지정된 시스템에 저장소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표 5-2 작업 예제 및 명령

명령작업 예제

swlist로컬 시스템의 루트(/)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목록
표시

swlist -d @ /mydepot/mydepot라는 저장소에 있는 소프트웨어 목록
표시

swlist -l depot @ appserverappserver에 있는 저장소 목록 표시

swlist -l file LVMLVM 제품의 일부인 파일의 전체 목록 표시

swlist -i11.x에서 SD-UX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
용하여 파일 목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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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SMH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HP SMH 홈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2. Tools, Software Management 및 List Depot Software(또는 List Installed

Software)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List Depot Software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클라이언트 콘솔이 PC인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X Window
서버를 실행해야 합니다.

3. 필요한 경우 대상 표시 콘솔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Run 단추를 클릭합니다. 저장소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열된 X Window가 표시됩니다. 소프트웨어
번들의 기본 위치가 정확하지 않거나 다른 시스템 또는 디렉토리에 소프트웨어 번
들을 나열하려는 경우에는 새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wlist(1M)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제거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면 /usr/sbin/swremove를 사용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선택
하면 시스템에서 선택한 소프트웨어와 나머지 소프트웨어 사이의 종속성을 검사합니다.
한 파일 세트가 다른 번들에 필요하면 해당 파일 세트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swremove(1M)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D-UX 역할
사용자 환경에서 개별 시스템은 개발 호스트, 로컬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 호스트(배포
장소)와 같은 하나 이상의 SD-UX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D-UX 명령으로 호스트
가 수행하는 특정 역할을 결정하므로 해당 역할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배포할 수 있도록 개별 파일 세트가 “패
키지화”됩니다. SD-UX swpackage 명령은 소프트웨어 제품과 파일 세트를 준비하여
다른 SD-UX 명령으로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컬 호스트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할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 호스트는 하나 이상의 저장소를 포함하며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이것은 다
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대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설치 소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
다. 저장소에서 네트워크 호스트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합니다. 네트워크 호스트에서 필
요한 만큼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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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SD-UX 역할

SPB(Software Package Builder)
SPB(Software Package Builder)는 HP-UX SD(Software Distributor) 패키지 형식을 사
용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만들고 편집하는 시각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
어를 패키지화하면 손쉽게 배포 미디어에 전달하고, 다량 생산하여 관리자에 의해 설치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PB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조에 창을 제공하여 각 패
키지 요소에 설정될 수 있는 속성을 보여 줍니다. SPB는 패키징 정책을 동적으로 로드하
고 이러한 정책에 대해 소프트웨어 패키지 속성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SPB 명령줄 인
터페이스에서도 정책에 대해 소프트웨어 패키지 속성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SPB를 사용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PSF(제품 사양 파일)를 만들어 파일을 제품, 파일 세트 및 선택적으로 번들, 하위 제
품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속성 값을 설정하여 버전, 아키텍처, 파일 사용 권한 및 종속성과 같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특성을 정의합니다.

• 제어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나중에 대상 시스템에서 설치되거나 제거될 때 소프트
웨어가 처리되는 방식을 사용자 정의합니다.

• 패키징 정책에 대해 PSF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swpackage 명령을 사용한 설치 및
SD 저장소 생성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SPB의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밤에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일부로
PSF를 편집하고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etting Started with Software Package Builder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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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호스트 설정(저장소 만들기)
네트워크 호스트에서 설치하는 것이 테이프나 DVD에서 설치하는 것보다 빠르며 사용
자에게는 테이프나 디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편리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은 다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용 소프트웨어 설치
소스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저장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네트워크 소스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저장소, DVD 또는 테이프에서 네트워크 서버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합니다.
기본적으로 swcopy 명령을 실행하면 새로 만들어진 저장소가 “등록”됩니다. 저장
소를 등록하면 swinstall과 같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
습니다. 따라서 한 시스템이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있는 중앙 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swreg(1M)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S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저장소에서 소프트웨어 복사” (169 페이지)
참조

• “DVD에서 소프트웨어 복사” (169 페이지) 참조
• “테이프에서 소프트웨어 복사” (170 페이지) 참조

2. 네트워크 호스트에서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복사합니다.

S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저장소에서 소프트웨어 복사
저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려면 SD-UX 그래픽 또는 터미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시작합니다. 다음을 입력합니다.
/usr/sbin/swinstall

또는

/usr/sbin/swcopy

swinstall은 설치될 때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도록 자동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지만
swcopy에서는 구성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DVD에서 소프트웨어 복사
1. DVD 드라이브가 마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HP SMH 또는 mount(1M) 명령을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DVD 드라이브를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 /cdrom에 마운트된 DVD를 등록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usr/sbin/swreg -l depot /cdrom

3. DVD에 있는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드 디스크에 복사한 다음 이를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저장소로 사용합니다. (너무 적게 복사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복사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DVD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usr/main_depot에 있는 저장소에 복사
하고 이를 자동으로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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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sbin/swcopy -s /cdrom "*" @ /usr/main_depot

또는 swcopy를 대화형 모드로 사용합니다(snoop에서 확인한 것과 비슷한 화면 사용).
/usr/sbin/swcopy -i -s /cdrom

테이프에서 소프트웨어 복사
/dev/rmt/0m에 있는 테이프에서 /usr/main_depot에 있는 저장소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usr/sbin/swcopy -i -s /dev/rmt/0m @ /usr/main_depot

테이프를 변경해야 되면 프로그램이 일시 중지됩니다. swcopy가 수행되는 동안 “로그
파일”에서 테이프 변경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추가 예제
다음 예의 첫 번째 명령을 실행하면 모든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 소스 appserver
에 있는 경로 /release/11.31/wszx6에서 대상 /mnt1/depot로 복사됩니다. 두 번
째 명령을 실행하면 /tmp/langJ 파일에 지정된 소프트웨어만 복사된다는 점을 제외
하고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하게 수행됩니다.
swcopy -s appserver.cup.hp.com:/release/11.31/wszx6 \
"*" @:/mnt1/depot

swcopy -f /tmp/langJ -s hpclpep:/languages/gsJ @:/mnt1/depot

다음 예제에서는 이전 예제에서 만들어진 저장소로부터 테이프를 만듭니다.
swpackage -x target_type=tape -s /mnt1/depot -d /dev/rmt/0m "*"

참고: 테이프 또는 디스크에 저장소를 만드는 것은 SD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이지만 몇 가지 책임이 따릅니다. 저장소를 잘못 만들거나 불완전하게 만들어 업그레이
드가 실패할 경우 HP에서 이를 SD 결함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패치 정보
패치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다음 사이트를 사용하십시오.

http://us-support.external.hp.com

• 유럽에서는 다음 사이트를 사용하십시오.
http://europe-support.external.hp.com

해당 사이트에서 패치 목록과 해당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패치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패치에 대한 기타 유용한 정보는 다음 URL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devresource.hp.com/drc/STK

• http://software.h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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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tresourcecenter.hp.com      (이 URL을 이용하려면 무료 등록이
필요함)

또한, http://docs.hp.com에서 HP-UX 11.x 시스템 패치 안내서인 HP-UX Patch
Management를 찾을 수 있습니다.

권장 패치 - 확장 소프트웨어
확장 소프트웨어에서 패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장 소프트웨어는 각 HP-UX 버전에
대한 HP-UX 코어 패치가 들어 있는 DVD입니다. 번들에 있는 패치는 한 단위로 테스트
되었으므로 패치가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드뭅니다.

확장 소프트웨어 설치

1. “HP-UX 확장 소프트웨어” DVD를 DV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2. DVD 드라이브가 마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usr/sbin/mount

DVD 드라이브에 항목이 없으면 다음 위치에 마운트합니다.
/usr/sbin/mount /dev/dsk/devicefile /your_mount_directory

3. 패치 번들을 설치하기 전에 DVD에 있는 READMEFIRST를 읽거나 인쇄합니다.
cd /your_mount_directory

more READMEFIRST

이 파일에는 경고, 설치 지침 및 패치 번들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패치 제거
독립형 시스템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개별 또는 여러 패치를 제거합니다.
/usr/sbin/swremove -x auto_reboot=true \
PHxx_yyyy.PHxx_yyy...[PHxx_yyyy.PHxx_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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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스템 성능 관리
이 장에서는 시스템 또는 작업 그룹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지침 및 방법을
제공합니다.
• “성능 병목 현상” (173 페이지)
• “지침” (174 페이지)
• “성능 측정” (176 페이지)
• “변경” (179 페이지)

성능 병목 현상
여러 가지 이유로 시스템이 느리게 수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조사하여 해당 시스템
의 병목 현상에 대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여
러 구성 요소 사이의 상관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능 측정” (176 페이지)에 설명된
도구를 사용하여 시작합니다.
성능 문제만 고려할 경우 해결 방법을 결정하여 한 번에 하나씩 변경합니다. 한 번에 여
러 개를 변경하게 되면 성능이 개선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를 변경하여
성능이 개선된 상태에서 다른 것을 변경하면 성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
으로 실행하고 둘 사이의 성능을 측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가능한 시스템 병목 현상을 몇 가지 보여 줍니다.

CPU 병목 현상:
• CPU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높은 우선 순위에서 실행되는 대부분의 백그라운드 프
로세스 또는 “잘못된” 프로세스. 반응 시간이 너무 느리면 일부 프로세스의 우선 순
위를 낮추고 원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모두 종료합니다.

메모리 병목 현상:
• 비활성화 정도 높음
• 호출 작업 많음
•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아주 적거나 없음
• System 모드의 CPU 사용량 많음

디스크 병목 현상:
• 디스크 작업 많음
• I/O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유휴 CPU 시간 많음
• 디스크 대기열의 항목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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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장 자주 액세스하는 정보를 가장 빠른 디스크에 저장하고, 작업 로드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배하고, 한 디스크에는 로드가 많고 다른 디스크에는 로드가
적지 않도록 디스크를 마운트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스왑 공간 및 많이 액세스하는
파일 시스템을 루트 디스크 외부로 이동하거나 디스크 스트라이핑, LVM 및/또는
디스크 미러링을 사용하여 여러 디스크에 걸쳐 I/O를 분배합니다. “sar 및 iostat를
사용하여 디스크 로드 확인” (17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병목 현상:
• NFS 서버에 요청이 과도하게 많음
• LAN 대역폭 제한

지침

성능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항목입니다. HP에서는 이
러한 지침을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해결한 전문가들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대다수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 NFS 서버와 해당 클라이언트가 같은 LAN 세그먼트 또는 서브넷에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기 어렵고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전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면 허브, 브리
지 및 라우터 대신 스위치를 사용하여 작업 그룹에 연결합니다.

• 가능한 한 지정된 서버를 한 종류의 작업에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샘플 네트워크(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개요 참조)에서 flserver
가파일 서버의 역할을 하여 디렉토리를 시스템으로 공유하는 반면 appserver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그룹에 웹 서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 제3의 강력한 시스
템에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파일 서버에서 공유된 파일 시스템과 스왑에 대해 가장 빠른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 이러한 디스크에 전체적으로 작업 로드를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두 팀에서 I/O가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면 해당 파일을 다른 디
스크 또는 볼륨 그룹에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r 및 iostat를 사용하여 디
스크 로드 확인” (17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 시스템의 I/O 컨트롤러에 전체적으로 디스크를 분배합니다.
• 공유된 HFS 파일 시스템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NFS 읽기/쓰기 버퍼 크기가 서버의
블록 크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값은 NFS 클라이언트로 파일 시스템을 가져올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HP SMH
의 New NFS File System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값을 확인하고 변경하는 방법은
“NFS 서버/클라이언트 블록 크기 확인” (17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 공유된 파일 시스템의 비동기 쓰기를 활성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동기 쓰기 확인” (177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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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에서 충분한 개수의 nfsd 데몬이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규칙에 따르면 실행 중인 nfsd의 개수는 NFS 클라이언트에서 사용 가능한 디스크
축 개수의 두 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서버가 한 파일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고 디스크가 세 개인 볼륨 그룹
에 서버가 상주하는 경우 서버에서 nfsd 여섯 개가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stat -s를 사용하여 소켓 오버플로 확인” (178 페이지) 및 “nfsd 데
몬 수 증가시키기” (17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서버에 메모리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서버에 메모리가 부족하면 디스크 성능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소용 없게 됩니다.
서버 메모리를 자주 모니터링하고(“vmstat를 사용하여 메모리 사용량 측정” (178 페
이지) 참조) 하드웨어를 구매할 때 추가 메모리를 포함하도록 하십시오.

• 서버의 JFS 파일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조각 모음합니다.
단편화는 디스크에 파일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단편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파일을 읽고 업데이트하려면 디스크 헤드를 여러
번 이동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반응 시간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버는 한 번에 많은 I/O 요청을 처리하며, 드라이버는 다음 검색을
결정할 때 현재의 헤드 위치 및 방향을 고려하도록 인공 지능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HP-UX에서 HFS 파일 시스템의 조각 모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JFS 파일 시스템에서는 정기적으로 조각 모음을 해야 합니다.
“HFS 파일 시스템 조각 모음” (179 페이지) 및 “fsadm을 사용하여 JFS 파일 시스템
을 조각 모음하는 방법” (18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 공유된 파일 및 디렉토리는 가능한 한 크기를 작게 합니다.
크기가 큰 파일은 작은 파일보다 NFS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크기가 큰 디렉토
리는 검색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크기가 큰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용량
파일 찾기” (136 페이지) 참조).

• 서버 및 클라이언트 성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능 측정” (17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낭비
CPU 낭비 순위가 높은 부분을 확인하려면 HP SMH를 실행하고 Home, Operating
System, Process Information을 선택합니다. (또는 명령줄에서 /usr/bin/top을 실
행합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하려면 ps -efl을 실행합니다. 결
과는 SZ 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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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측정
“측정하지 않은 항목은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은 특히 시스템과 작업 그룹 성능에 해당하
는 말입니다. 이 절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지침” (174 페이지)에 대해 작업 그룹의 성능을
측정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ar 및 iostat를 사용하여 디스크 로드 확인
디스크에 디스크 작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확인하려면 sar -d를 시간 간격 및 빈도
와 함께 실행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ar -d 5 10

그러면 5초의 샘플링 간격으로 sar -d가 10번 실행됩니다. %busy 열은 샘플링 간격 동
안 디스크(device)가 사용 중인 시간의 비율(%)을 보여 줍니다.
공유된 파일 시스템이 들어 있는 각 디스크의 숫자를 비교합니다. 보고서의 끝부분에 있
는 Average를 보십시오.
디스크 작업을 샘플링하는 다른 방법은 iostat를 시간 간격과 함께 실행하는 것입니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iostat 5

그러면 5초마다 작업을 보고합니다. 공유된 파일 시스템이 들어 있는 디스크(device)
의 bps 및 sps 열을 봅니다. bps는 기간 동안 초당 전달된 KB 수를 표시하고 sps는 초
당 검색 수를 표시합니다. msps는 무시하십시오.
파일 시스템을 공유하는 일부 디스크가 다른 디스크보다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면 로드를 재분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LVM(Logical Volume Manager)으로 관리하는 디스크에서는 어떤 파일 시스템
이 어떤 디스크에 있는지 추적하기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서버 디스크의 다이어그램
복사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
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NFS 서버/클라이언트 블록 크기 확인
HFS 파일 시스템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NFS 읽기/쓰기 블록 크기는 서버에 있는 해당
파일 시스템의 블록 크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 NFS 서버에서는 dumpfs를 사용하여 HFS 파일 시스템의 블록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dumpfs /work | grep bsize

결과 출력에서 bsize는 파일 시스템 /work의 블록 크기(바이트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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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JFS 파일 시스템에서는 mkfs -m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을 만든 매개 변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된 블록 크기는 모든 블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치하도록 클라이언트의 읽기/쓰기 버퍼 크기를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시스템 특성 조사” (13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NFS 클라이언트에서는 HP SMH를 사용하여 읽기/쓰기 블록 크기를 확인합니다.
Tools, Disks and File Systems, File Systems로 이동하여 가져온 각 파일 시스
템을 차례로 선택하고 읽기 및 쓰기 버퍼 크기를 봅니다. 페이지 맨 아래의 마운트 옵
션 아래에 있는 세부 정보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Read Buffer Size 및 Write Buffer Size는 서버의 파일 시스템 블록 크기
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HP SMH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NFS 서버/클라이언트 블록 크기 수정
1. HP SMH 홈 페이지에 root로서 액세스합니다.
2. Tools, Disks and File Systems, File Systems를 선택합니다.
3. 페이지 오른쪽에서 마운트 해제/제거... 작업을 클릭하여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
제합니다.

4. 마운트 해제 확인란을 선택하고 페이지 맨 아래의 마운트 해제/제거 단추를 클릭합
니다.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 해제됩니다.

5. 완료 단추를 클릭하여 파일 시스템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6. 파일 시스템이 아직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NFS 수정...
작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NFS 파일 시스템 수정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7. 원하는 읽기 및 쓰기 버퍼 크기를 입력하고 지금 마운트하고 /etc/fstab에 구성 저
장을 선택한 다음 NFS 수정 단추를 클릭합니다.

8. 완료 단추를 클릭합니다. 파일 시스템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선택한 파일 시스템이
새 버퍼 크기로 다시 마운트됩니다.

비동기 쓰기 확인
비동기 쓰기를 사용하면 NFS 서버에서 디스크에 데이터를 쓰기 전에 쓰기 요청 확인을
클라이언트로 즉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NFS 처리량이 증대합니다. 서버에서 첫 번째
요청을 쓰는 동안 클라이언트에서 두 번째 쓰기 요청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무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감수
할 만큼 성능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HP SMH를 사용하여 비동기 쓰기를 서버의 공유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HP SMH 홈 페이지에 root로서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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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ols → Network Services Configuration → Networked File Systems →
Share/Unshare File Systems (Export FS)를 선택합니다. 공유 페이지가 표시됩
니다.

3. 원하는 파일 시스템을 선택하면 공유 파일 등록 정보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비동기
쓰기가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어 있고 공유되는 동안 비동기 쓰기 플래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유(내보낸) 파일 시스템 보기/수정...을 선택하여 선택한 파일 시스템의 설정을 표
시합니다. 비동기 쓰기 허용 확인란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nfsstat -rc를 사용하여 서버 과부하 확인
NFS 클라이언트에서 nfsstat -rc를 실행하면 서버가 수행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
다.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Client rpc:
calls badcalls retrans badxid timeout wait newcred
43467543 848 6 3868 27942 0 0

badxid는 timeout에 비해 작아야 합니다. 이러한 숫자가 거의 같으면 서버가 과부하
상태이고 시간이 만료되어 재전송된 RPC 요청에 대한 중복 회신을 생성하고 있음을 뜻
합니다. 서버의 메모리, 디스크 및 NFS 구성을 확인합니다. 이전 절의 “지침” (174 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badxid가 0에 가깝고 timeout이 크면 패킷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
습니다. 즉, 서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만료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카드나 네트워크 하드웨어가 문제인 것 같습니
다.

vmstat를 사용하여 메모리 사용량 측정
vmstat는 많은 정보를 표시합니다. -n 옵션을 사용하면 80열로 표시되어 읽기가 쉬워
집니다.
보다 자세히 볼 열은 po입니다. 0이 아니면 시스템에서 호출합니다. 시스템에서 지속적
으로 호출하면 RAM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netstat -s를 사용하여 소켓 오버플로 확인
많은 다른 프로세스에서 소켓을 사용해도 소켓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NFS 서버
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소켓 오버플로는 nfsd 프로세스를 더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
netstat -s | grep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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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지막 부팅 이후 누적된 소켓 오버플로의 수를 표시합니다. 이 수가 크게 증가하고
NFS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서 반응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nfsd를 더 많이 시작해 보
십시오. “nfsd 데몬 수 증가시키기” (17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etstat -i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과부하 확인
“지침” (174 페이지)을 모두 수행했는데 반응 시간이 여전히 느리면 특정 하드웨어 또는
네트워크 구성 등 네트워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버에 대한 누적 통계를 보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netstat -i

시스템이 오래 실행되고 있었으면 숫자가 매우 크고 현재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netstat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netstat -I lan0 -i 5

이 경우(첫째 줄 이후) netstat는 5초마다 작업을 보고합니다.
입/출력 오류는 1% 미만으로 입/출력 패킷과 거의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한 서버에서만
출력 오류율이 높으면 하드웨어 문제가 서버의 네트워크 연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충돌(colls)은 5%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이면 성능이 낮은 만큼 네트워크 사용량
이 과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및 구성을 제어할 수 없겠지만 네트워
크 관리자에게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변경

• “nfsd 데몬 수 증가시키기” (179 페이지)
• “HFS 파일 시스템 조각 모음” (179 페이지)
• “JFS 파일 시스템 조각 모음” (180 페이지)
• “구성 가능한 커널 매개 변수” (181 페이지)

nfsd 데몬 수 증가시키기
서버에서 실행되는 nfsd의 수를 늘리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etc/rc.config.d/nfsconf를 편집하여 NUM_NFSD의 값을 늘립니다. 예를 들
면 다음과 같습니다.
NUM_NFSD=8

2. nfs.server 스크립트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sbin/init.d/nfs.server stop

/sbin/init.d/nfs.server start

HFS 파일 시스템 조각 모음
HFS 파일 시스템을 조각 모음하면 디스크 검색 시간이 줄어들어 처리량이 향상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성능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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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제로 향상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은 경우에만 조각
모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 이 내용은 HFS 파일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JFS 파일 시스템에서는 정기적으
로 조각 모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JFS 파일 시스템 조각 모음” (180 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HFS 파일 시스템을 테이프에 백업하고 제거한 후 다시 만든 다음 테이프에서 데이터를
복구하여 파일 시스템을 조각 모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dcopy를 사용한 다른 방법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는 /dev/vg01/lvol8
크기 이상의 새로운 논리 볼륨을 만들 수 있는 디스크 공간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논리
볼륨 /dev/vg01/lvol8에 있는 /work 파일 시스템에서 작업하게 됩니다.
1. 파일 시스템을 백업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tar cv /work

/work를 시스템 기본 테이프 장치인 /dev/rmt/0m에 백업합니다.

2. 새 논리 볼륨을 만들고(HP-UX 시스템 관리자 참조) 파일 시스템에 마운트하지 마
십시오.
이 새로운 논리 볼륨을 /dev/vg01/lvol9라고 가정합니다.

3. /work에 열린 파일이 없고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
면 다음과 같습니다.
fuser -cu /work

4. /var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umount /work

5. /work의 내용을 /dev/vg01/lvol9에 씁니다.
dcopy -v /dev/vg01/rlvol8 /dev/vg01/lvol9

참고: 소스 파일 시스템은 원시 장치(/dev/vg01/rlvol8)여야 하고 대상 파일
시스템은 블록 장치(/dev/vg01/lvol9)여야 합니다.

6. 새 논리 볼륨을 원래 파일 시스템 /work의 마운트 지점에 마운트합니다.
mount /dev/vg01/lvol9 /work

이제 원래 논리 볼륨인 /dev/vg01/lvol8을 다시 사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
다(“논리 볼륨 제거” (99 페이지) 참조).

JFS 파일 시스템 조각 모음
• “HP SMH를 사용하여 JFS 파일 시스템을 조각 모음하는 방법” (181 페이지)
• “fsadm을 사용하여 JFS 파일 시스템을 조각 모음하는 방법” (181 페이지)
• “매일 조각 모음 수행” (18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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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구성 관리
특히 파일이 매우 많은 파일 시스템에서 성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JFS는 디스크 공간
을 다시 정렬하여 파일을 쓸 연속적인 영역을 다시 얻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조각 모
음 프로세스는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HP SMH를 사용하여 JFS 파일 시스템을 조각 모음하는 방법

1. HP SMH 홈 페이지에 root로서 액세스합니다.
2. Tools, Disks and File Systems, File Systems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파일 시스
템 목록이 표시됩니다.

3. 원하는 JFS(VxFS) 파일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해 확장 영역
또는 디렉토리 조각화를 표시하거나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확장 영역 조각 모음...
또는 디렉토리 조각모음... 작업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SMH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fsadm을 사용하여 JFS 파일 시스템을 조각 모음하는 방법

다음을 실행하여 디렉토리 및 확장 영역 재구성을 모두 수행하고 재구성 전과 후의 보고
서를 생성합니다.
fsadm -d -D -e -E /mount_point

자세한 내용은 fsadm_vxfs(1M)를 참조하십시오.

매일 조각 모음 수행

사용량이 많은 파일 시스템에서 최적 성능을 유지 관리하려면 밤에 조각 모음을 수행해
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9시에 /home에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의 모든 확장 영역 및 디렉토
리에 대한 조각 모음을 수행하려면 cron(1M)에서 사용되는 파일에 다음 항목을 포함시
킵니다.
0 21 * * * fsadm -d -e /home

구성 가능한 커널 매개 변수
일부 경우에는 커널 매개 변수를 다시 설정하여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자주 부족하게 되면(증상: no more processes) maxuprc의 값을
늘려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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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튜너블 커널 매개 변수는 정적 또는 동적일 수 있습니다(시스템을 다시 부팅하
거나 커널을 다시 만들 필요 없음). 동적 튜너블의 목록은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동적 튜너블을 확인하려면 kmtune 명령을 사용하거나(kmtune(1M) 맨페
이지 참조) HP SMH의 Kernel Configuration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HP SMH의
Tunables 화면에서 다시 부팅하지 않고 특정 튜너블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kctune 명령이나 kcweb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kctune(1M) 및 kcweb(1M)을
참조하십시오.

HP SMH를 사용하여 커널 튜너블 매개 변수 구성

1. HP SMH(HP System Management Homepage)에 root로서 액세스합니다.
2. Tools, Kernel Configuration, Tunables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튜너블 탭이 표시
된 커널 구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튜너블 수정 작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튜너블 수정 페이
지가 표시됩니다.

4. 이제 튜너블 기본값을 재설정하거나, 새 값을 입력하거나, 설명을 기록할 수 있습니
다.

5. 수정을 클릭하여 변경을 완료합니다.
동적 튜너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docs.hp.com에 있는 HP-UX 시스템 관
리 설명서: 구성 관리와 Dynamically Tunable Kernel Parameters in HP-UX 11i 백서
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변경할 매개 변수와 관련된 모든 매개 변수에 대한 도움말을 읽습니다. maxuprc
의 경우 nproc뿐만 아니라 maxuprc에 대한 도움말도 읽어야 합니다.

기타 성능 관리 도구
HP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HP SMH(HP System Management Homepage)” (183 페이지)
• “top 명령” (183 페이지)
• “OpenView 제품” (183 페이지)
• “KRM(Kernel Resource Monitor)” (184 페이지)
HP는 도구에 대한 여러 가지 소스 및 HP-UX에 대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oftware.hp.com을 참조하십시오. 이 웹 페이지에는 다음에 대한 링크가 있
습니다.
• HP-UX 협력업체 및 공개 도메인 소프트웨어
이 카탈로그에는 바이너리 및 소스 형식의 패키지가 1000개 이상 들어 있습니다. 각
패키지는 아카이브의 한 범주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범주는 알파벳 순 또는 날짜 순
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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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UX 응용 프로그램 데모, 셰어웨어 및 프리웨어
• HP 패치
• On Demand 지원

HP SMH(HP System Management Homepage)
HP SMH(HP System Management Homepage) 도구를 사용하면 관련 HP-UX 명령을
전부 알지 못해도 대부분의 시스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HP SMH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SMH의 온라인 도움말이나 smh(1M) 맨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ystem Management Homepage(웹 기반)” (20 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HP SMH를 시작하려면 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http://system:2301/을 입력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root나 root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서 로그인합니다.

top 명령
top 명령을 사용하면 CPU 사용량으로 순위가 매겨진 프로세스를 볼 수 있습니다. top(1)
맨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op을 실행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usr/bin/top

OpenView 제품
HP-UX 및 Windows NT 기반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OpenView 기반 제품
설명은 HP 및 HP OpenView 솔루션 협력업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P OpenView 제
품을 사용하면 다음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 HP-UX 시스템(및 기타 운영 체제)의 로그인 관리
• HP-UX 시스템의 성능 모니터링
• 데이터베이스 관리
• 전자 메일 관리
• SNMP(Simple Network Message Protocol) 응용 프로그램 및 리소스 관리
이 밖에도 도움이 되는 작업은 많습니다.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GlancePlus 및 GlancePlus Pak”
• IT/Administration
• IT/Operations
• MeasureWare
• Storage Management
• Openspool
• PerfView
• Software Distributor
• VantagePoint
• Networ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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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Management
HP OpenView 제품,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현재 정보를 보려면
http://www.openview.hp.com을 방문하십시오.

GlancePlus 및 GlancePlus Pak

HP GlancePlus는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성능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진단 성능 도구입
니다. 병목 현상 경보 및 확대 보기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쉽
습니다.
HP GlancePlus Pak은 HP GlancePlus 및 HP MeasureWare 제품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제품은 즉각적인 자세한 진단 및 성능 데이터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러
한 소프트웨어 제품은 HP-UX 및 여러 공급업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MeasureWare Agent는 시스템 성능 정보를 수집하고, 경보를 표시 및 관리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조사 등을 통합 다른 소스로부터의 측정 기준을 관리하는 종합적
이고 장기적인 성능 관리 도구입니다. 이 제품은 PerfView, HP OpenView NNM 또는
IT/Operations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제품에도 데이터와 경보를 제공합니다.

KRM(Kernel Resource Monitor)
Kernel Resource Monitor는 EMS(Event Monitoring Systems) Hardware Monitor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KRM은 커널 매개 변수에서 제어하는 nproc(프로세스의 수)와 같
은 HP-UX 리소스를 확인합니다. KRM은 이러한 리소스의 실제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사용량이 사전에 설정한 값을 만족시키거나 초과하면 전자 메일, 콘솔 메시
지, 시스템 로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알려 줍니다.
이 제품은 특정 시스템에 대한 커널 매개 변수를 조정하고 HP-UX 리소스 사용량의 수
준이 너무 높아졌을 때 발생하는 장애 및 성능 문제를 방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EMS Monitors는 MC/ServiceGuard와 같이 시스템 가용성을 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
과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경우 HP OpenView IT/Operations 및 HP Network
Node Manager와 같은 시스템 관리 응용 프로그램에 이벤트 알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
다.
EMS Hardware Monitors는 EMS HA(High Availability) 모니터와 같은 EMS 프레임워
크를 사용합니다. HA EMS 모니터는 추가 비용을 지불한 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모
니터 집합입니다.
광섬유 채널 제품에 대한 일부 하드웨어 모니터는 이벤트 정보를 새 Predictive 스캐너
인 emsscan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로그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Predictive를
통해 이벤트를 응답 센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
EMS Hardware Monitors(Kernel Resource Monitor 포함)는 Support Plus CD 미디어
로 배포되며 http://software.hp.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nhancement Releases”를 선택한 다음 “Support Tools for the HP 9000”을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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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http://docs.hp.com/hpux/systems/ 또는 Instant Information
DVD에 있는 Support Plus: Diagnostics User's Guide 및 EMS Hardware Monitors
User's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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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가용성 전략 사용
고가용성은 고장 시간이나 사용 불가능 시간의 비율을 최소화하여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시스템 고가용성을
얻으려면 하드웨어 장애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
나 데이터가 손실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 버스, I/O 장치 및 데이
터의 중복 복사본과 같은 중복되고 분리된 구성 요소를 통해 오류의 영향을 줄이는 하드
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스템과 데이터의 가용성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HP-UX 시스템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고가용성 구현 방법이 여기에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 고가용성은 복잡한 주제이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요약만 했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내용은 Choosing the Right Disk Technology in a High Availability
Environment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백서는 HP 문서 웹 사이트
http://docs.hp.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서 “High Availability”를
선택한 다음 “White Papers”를 선택하십시오.

HP 참조 자료
•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
• ServiceGuard OPS Edition으로 OPS 클러스터 구성
• Serviceguard 관리
• Designing Disaster Tolerant High Availability Clusters
• HP-UX ServiceControl User’s Guide
• Using Advanced Tape Services
• Using High Availability Monitors
• Clusters for High Availability: A Primer of HP Solutions, HP Press, Prentice

Hall PTR 출판, 1996
• Disk and File Management Tasks on HP-UX, HP Press, Prentice Hall PTR 출판,

1997

디스크 보호 전략으로 소프트웨어 미러링 사용
데이터 중복은 단일한 디스크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찾아 해결할 때까지 시스템의
작동이 중지될 수 있는 경우를 막는 데 필요합니다. 데이터 중복을 제공하는 방법에는
소프트웨어 미러링과 하드웨어 미러링이 있습니다. 각각은 RAID 수준 1을 나타냅니다.
다양한 RAID 수준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스크 어레이 사용” (188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미러링을 통해 데이터(루트 디스크 제외)와 동일한 사본을 유지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각 데이터 집합이 완벽한 복제본을 갖게 됩니다.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
우 시스템은 데이터의 미러된 사본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방해를 받지 않고 계
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스템을 중지할 수 있는 편리한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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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디스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시 부팅되면 미러링 소프트웨어가 미
러된 데이터를 교체 디스크로 다시 복사하고 미러링 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3-웨이 디스크 미러링을 사용하면 각 디스크 데이터의 사본 두 개가 유지 관리됩니다. 이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2-웨이 미러링보다 안정성이 뛰어나며 손상된 디스크를 교체하기
위해 시스템을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버전 1 LVM 볼륨 그룹을 사용하여 최대 3개의 데이터 사본(원본 1개와 미러 사
본 2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 2 LVM 볼륨 그룹을 사용하여 최대 6개의 데이터 사
본(원본 1개와 미러 사본 5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미러링을 사용하려면 LVM이나 VxVM을 디스크 관리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고,
LVM을 사용하는 경우 MirrorDisk/UX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MirrorDisk/UX를 사용하면 원래 볼륨에 쓸 때마다 원래 볼륨의 사본에도 기록됩니다.
원래 데이터와 복사된 데이터는 둘 이상의 디스크에 분포됩니다.
“디스크 어레이 사용” (188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하드웨어 미러링과 비교할 때 소프트
웨어 미러링의 주요 장점은 구현 비용이 적다는 것이며, 주요 단점은 관리의 복잡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단일 디스크 어레이가 있는 시스템과 비교할 때 많은 수의 디스
크가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스크 어레이 사용
디스크 어레이는 하나의 어레이 컨트롤러 명령 하에 있는 여러 디스크 드라이브로 구성
됩니다. 디스크 어레이에는 전통적인 디스크 저장 장치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어레이 유형은 디스크 장애 시에 데이터를 보호하는 두 가지 가능한 옵
션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의 디스크 수가 늘어나면서 디스크 장애의 가능성도 커
지기 때문에 디스크 어레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하면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데이터를 다시 로드할 때까지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데
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며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 유형의 데이터 보호를 데이터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디스크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레이 컨트롤러가 패리티나 체크섬 계산과 유사한 인코딩된 데이터를 생성
합니다. 이에 따라 없어진 데이터를 다시 만드는 수학적 공식을 사용하여 없어진 사용자
데이터를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액세스 가능하게 유지되고 시스템
은 중지되지 않고 계속 실행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보호 방법에서는 하드웨어 미러링을 통해 중복 디스크 드라이브에 데이
터를 복제하여 데이터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한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해도 대
체 디스크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AID 데이터 보호 전략을 사용한 디스크 어레이
다양한 RAID(Redundant Arrays of Independent Disks) 수준이나 구성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중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미러링(RAID 수준 1)
RAID 1 구성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둘 이상의 디스크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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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미러링에서 각 디스크는 해당 디스크의 데이터와 똑같은 사본이 포함되어 있
는 백업 디스크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RAID 1 구현에서는 디스크뿐 아니라
어레이 컨트롤러와 전원 장치도 중복됩니다.
소프트웨어 미러링(“디스크 보호 전략으로 소프트웨어 미러링 사용” (187 페이지)에서
설명)의 경우 디스크 저장소를 관리하기 위한 LVM이나 VxVM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통
해 원래 데이터와 복사된 데이터가 둘 이상의 디스크에 분포될 수 있습니다.

장점 및 단점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레이 컨트롤러가 모든 시스템 I/O 활동을 사본이 포함된
드라이브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해도 시스템이 중
지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미러링의 단점은 하드웨어 중복 시스템을 갖추는 데 드는 비
용입니다.

사용이 권장되는 경우 및 성능 고려 사항
데이터 고가용성이 필요한 경우 RAID 1을 사용하십시오. 쓰기는 단일 디스크를 사용할
때와 비슷하지만 읽기 I/O 속도는 두 배까지 빨라집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단일 디스
크를 사용할 때와 비슷합니다.

디스크 스트라이핑(RAID 수준 0)
이 구성에서는 여러 디스크에 데이터 블록을 끼워넣습니다.

장점 및 단점
RAID 0을 사용하면 몇 가지 I/O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됩
니다. 그러나 RAID 0은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할 때 데이터 중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용이 권장되는 경우 및 성능 고려 사항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성능 I/O 환경에 효과적입니다.
데이터 스트라이핑을 통해 “핫 스폿”이 방지될 수도 있습니다. 핫 스폿은 한 드라이브가
지속적으로 액세스될 때 발생하며, 특정한 드라이브가 너무 자주 액세스되면 I/O 트래
픽이 느려지거나 드라이브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RAID 3
이 유형의 어레이는 별도의 데이터 보호 디스크를 사용하여 인코딩된 데이터를 저장합
니다. RAID 3은 높은 전송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RAID 3은 사용자 데이터 레코드를 비트나 바이트 크기의 청크로 나누고 N개의 드라이
브에 데이터를 병렬로 동일하게 분포시켜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드라이브 중 하나가 패
리티 드라이브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액세스되는 모든 레코드는 스트라이프 그룹
을 구성하는 드라이브 N개를 합한 전체 미디어 속도로 전송됩니다. 단점은 모든 레코드
I/O 스트라이프가 그룹의 모든 드라이브를 액세스하는 것입니다.

장점 및 단점
완전한 데이터 스트라이프 논리 블록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RAID 3 어레이에 쓰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설계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같은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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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서 서로 다른 RAID 수준으로 여러 어레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용자 기능도 제한됩
니다.
RAID 3은 다중 프로세스 I/O(길거나 짧음)에 그리 적합하지 않으며 임의로 변동되는 높
은 초당 I/O 속도를 요구하는 응용 프로그램에는 특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RAID 3은 단일 프로세스/단일 스트림의 긴 순차 I/O 요청에 대해서는 뛰어난 성능을 제
공합니다.

사용이 권장되는 경우 및 성능 고려 사항
I/O 크기가 64K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RAID 3은 독립 실행형 디스크에 비
해 I/O 성능이 항상 낮습니다.
RAID 3 아키텍처는 순차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긴 단일 프로세스만 있는 경우에 한해 선
택되어야 합니다. 비디오 서버와 그래픽 서버는 RAID 3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좋
은 예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경우에는 RAID 3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AID 5
이 RAID 수준에서는 데이터와 인코딩된 데이터의 보호 정보가 어레이에 있는 모든 드
라이브에 분포됩니다. 수준 5는 높은 전송 속도(데이터의 일방 통행 전송)와 적절한 I/O
속도(데이터의 양방향 전송)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RAID 5 기술에서는 하드웨어가 어레이에 있는 각 모듈에서 패리티 정보를 읽고 씁니다.
모듈에 장애가 발생하면 시스템 프로세서가 다른 디스크 모듈에 있는 사용자 데이터와
패리티 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디스크 모듈이 교체되면 시스템 프로세서가 다른 모듈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디스
크 어레이를 자동으로 다시 구축합니다. 다시 구축된 디스크 어레이에는 원래 디스크 모
듈에 들어 있던 정보와 똑같은 복제 정보가 포함됩니다.

장점 및 단점
RAID 5에서는 RAID 1 및 RAID 0이 결합된 RAID 1/0이나 RAID 1에서보다 드라이브가
적게 필요합니다. 디스크 스트라이핑이 사용되고 패리티 데이터가 최적의 성능을 보장
하기 위해 배포됩니다. RAID 5에서는 그룹당 드라이브를 3개에서 16개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룹당 드라이브 5개가 일반적입니다. 한 드라이브에만 지속적으로 액세스하
여 I/O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가 여러 드라이브에 분산됩니다.
RAID 5는 RAID 1/0만큼 안정적이지 않으며 그룹당 디스크 하나의 손실만 처리할 수 있
습니다.

사용이 권장되는 경우 및 성능 고려 사항
RAID 5는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RAID 수준입니다.
RAID 5는 멀티태스킹 응용 프로그램에서 읽기 속도가 높은 큰 히스토리 데이터베이스
가 필요한 경우, 쓰기 작업이 보통 이하의 비율을 차지하는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또는
쓰기 작업이 모든 I/O 작업의 33% 이하인 경우에 선택하면 좋습니다.
RAID 5는 64KB 이상의 큰 I/O 작업에 항상 높은 성능을 제공하지만 이보다 작은 I/O 크
기에 대해서는 높은 성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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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SureStore E 디스크 어레이
HP SureStore E 디스크 어레이는 지속적인 데이터 가용성, 서비스 용이성, 확장성 및 연
결성을 갖춘 용량이 크고 속도가 높은 대용량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용량이 테라
바이트 단위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매우 큰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데이터 웨어하우
징 및 데이터 마이닝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으며, HP-UX 서버의 클러스터된 구
성에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디스크 어레이에는 활성화된 단일 장애 지점이 없습니다. 이 어레이는 구성 요소
와 기능 중복을 통해 모든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저장소,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전원
장치 및 냉각 팬에 완전한 내결함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러 구성 요소 장애도 처리
할 수 있으며 저장된 데이터에 완전한 액세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하면 디스크 어레이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핫 스페어 디스크 사용
핫 스페어 디스크 드라이브는 미러된 데이터나 패리티 데이터가 없는 손상된 디스크와
스와핑하기 위해 예비로 마련된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는 디스크 어레이의 디스크 장
애를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온라인 상태의 스페어 디스크입니다. RAID 5, RAID 1/0
또는 RAID 1 그룹에서 고가용성이 매우 중요하여 디스크 모듈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
시 데이터 중복을 다시 얻으려고 하는 경우 핫 스페어 디스크를 사용하십시오. 핫 스페
어 디스크는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하지 않지만 디스크 어레이에 있는 각각의 RAID 5,
RAID 1 및 RAID 1/0 그룹의 가용성을 높입니다. 디스크 어레이는 항상 핫 스페어 디스
크를 사용 중으로 유지합니다.

참고: LVM이 관리하는 디스크의 경우 자동 스페어링이라는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UX 시스템 관리 설명서: 논리 볼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활성 핫 스페어 디스크는 전통적인 핫 스페어 디스크와 다릅니다. 다시 만들어진 저장
공간이 활성 스페어 디스크를 제공하는 디스크 어레이의 모든 디스크에 분산됩니다. 이
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가 “스페어 디스크”에 저장될 수 있으며 I/O 성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성능이 뛰어난 RAID 1 저장 공간의 양이 늘어납니다. 즉, 활성 핫 스페어 디스크에
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쓰기와 읽기가 지속적으로 수행됩니다.
전통적인 핫 스페어 어레이에서 결함이 있는 핫 스페어 디스크는 실제로 필요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활성 핫 스페어 디스크는 항상 사용 중으로 유지되기 때
문에 무결성이 보장됩니다. 디스크 어레이 중에는 활성 핫 스페어 디스크를 제공하지 않
는 것도 있습니다.

HASS(High Available Storage Systems) 사용
HASS(High Available Storage Systems)는 내부 SCSI 버스 두 개를 제공합니다. 각 버스
에는 자체 커넥터, 전원 코드, 전원 장치 및 팬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중복이 소프
트웨어 미러링과 결합되면 대부분의 단일 장애 요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HASS
는 RAID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HASS의 장점 및 단점
HASS의 보호를 받는 시스템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중에는 어레이의 단자를
제거하지 않고 디스크 모듈을 삽입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버스와 커넥터가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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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핫 플러그형 디스크 저장소 모듈이 있습니다. 모든 하드웨어 모듈은 섀시 앞에서
쉽게 제거됩니다. 이전 디스크 구성에서는 상당히 긴 F/W SCSI 케이블이 필요하고 개별
디스크를 교체하려면 캐비넷에서 섀시를 제거해야 하며 덮개를 제거해야 하지만 HASS
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HASS의 단점은 HASS에서 디스크 모듈을 제거할 때 운영 체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HASS가 새로 교체된 디스크 모듈에서 데이터 보호나 데이터 재생성 기
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HASS는 주로 하드웨어 보호 방법이며 HASS에서 미러
링 기법을 구현하려면 소프트웨어 미러링이 필요합니다.

HASS의 사용이 권장되는 경우
HASS 보호 시스템은 단일 장애 지점을 방지하는 뛰어난 방법이며 가능한 한 많은 시간
동안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스템에 권장됩니다. Serviceguard는 추가 데이터 저
장소에 HASS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rviceguard 사용” (19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Serviceguard 사용
Serviceguard 클러스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HP 9000 서버(노드)의 그룹입니다. 여기
에는 단순 장애 요인이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주지 않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충분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패키지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Serviceguard는 서비스, 노드 또는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패키지의 모
든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제어를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노드로 자동으로 이전할 수 있으
므로 응용 프로그램은 거의 중지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Serviceguard는 중복 컴퓨터 시스템을 허용하는 이전의 SwitchOver 제품을 대체합니
다. Serviceguard는 HP-UX 10.0에서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erviceguard의 장점 및 단점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인 클러스터에서는 둘 이상의 처리 코어 및 둘 이상의
독립된 디스크와 같은 중복 시스템 구성 요소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중복을 통해 단순
장애 요인이 제거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 시스템 구성 요소가 많을수록 장애 발생 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및 지원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시스템에는 하드
웨어 중복 외에도 장애가 발생할 때 응용 프로그램을 다른 서버나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Serviceguard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LAN 장애의 경우 Serviceguard는 대기 LAN으로 투명하게 전환합니다.
• 노드 장애의 경우 응용 프로그램은 장애가 발생한 프로세서에서 작동 중인 프로세
서로 신속하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 소프트웨어 장애의 경우 응용 프로그램은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면서 같은 노드
나 다른 노드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Serviceguard의 주요 단점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중복에 추가 비용이 들고 관리가
더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 구성 요소에서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하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Serviceguard는 고가용성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Serviceguard를 다른 고가용성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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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참조 자료
Serviceguard 관리
http://www.hp.com/go/enterprise

Serviceguard 기능

Serviceguard 자동 회전 대기
자동 회전 대기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장애가 발생할 때 한 노드를 대체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패키지는 실행 중인 패키지가 가장 적은 노
드로 장애 조치됩니다.

HP 참조 자료

Serviceguard 관리, 3장

Serviceguard 롤링 업그레이드
HP-UX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와 응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패치에 필요한 시간을 줄
이기 위해 롤링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구성 요소가 있는 시스템의 경
우 일반적인 업그레이드 방식은 전체 클러스터를 종료하고 모든 노드를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한 다음 관련된 모든 노드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
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규모 시스템에서 긴 중단 시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에 대한 대안은 롤링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롤링 업그레이드에서는 클러스
터를 중지하지 않고 한 번에 구성 요소 하나만 업그레이드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이 과정은 하드웨어 유지보수를 위해 한 시스템을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참조 자료

Serviceguard 관리, 부록 E

Serviceguard ATS(Advanced Tape Services)
Serviceguard 클러스터에서 공유 테이프 장치를 사용하여 Omniback과 같은 도구와 테
이프 라이브러리를 통해 고가용성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TS를 사용하면 노드 두
개에서 네 개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독립 실행형 자기 테이프 장치나 테이프 라이브러
리 로보트 장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노드에서 패키지 장애가 발생해도 해
당 패키지의 데이터 백업이 다른 노드에서 계속되거나 다시 시작됩니다. 라이브러리 로
보트 방식이나 각 테이프에 해당하는 장치 파일이 만들어져 ATS ASCII 구성 파일에 기
록됩니다. ATS는 이 파일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구성된 장치를 추적합니다.

HP 참조 자료

Using Advanced Tap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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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Root Disk
Dynamic Root Disk는 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하고 복구하기 위해 시스템이 현재 부팅
된 디스크가 아닌 디스크에 HP-UX 시스템 이미지를 복제하는 데 사용되는 HP-UX 시
스템 관리 도구 집합입니다. 이 방법으로 실행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 시
스템 복제본에 소프트웨어 및 패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을 다시 부
팅할 수 있는 경우 패치되거나 업데이트된 복제본을 부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제본을 다시 부팅하는 시스템 정지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원래 복제
본으로 다시 부팅하여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가용성 모니터
고가용성 모니터를 통해 시스템 리소스에 대해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용성 모니터를 Serviceguard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디스
크 리소스, 클러스터 리소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시스템 리소스 및 데이터베이스 리
소스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문제를 감지하면 경고가 전송되므로 운
영자나 관리자가 문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HP 참조 자료
Using High Availability Monitors

Enterprise Cluster Master Toolkit
Enterprise Cluster Master Toolkit은 HP Domain Internet 서버와 여러 타사 데이터베이
스 관리 시스템에서 ServiceGuard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템플릿과 스크립트
의 집합입니다. 마스터 도구키트는 특정 제품의 도구키트 모음이며, 다음과 같은 도구키
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업무에 필수적인 전체 환경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고안된 HA Foundation

Monitor 도구키트
• HP 도메인 서버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HA 인터넷 도구키트
• Oracle, Informix, Sybase 및 Progres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도구키트

HP 참조 자료
Enterprise Cluster Master Toolkit Version B.01.03 Release Notes for HP-UX 11i

MetroCluster
MetroCluster는 통합된 손상 복구 솔루션을 요구하는 Serviceguard 고객을 대상으로 하
는 HP의 고가용성 제품입니다. MetroCluster는 로컬 및 원격 고가용성 디스크 어레이에
서 ServiceGuard 패키지를 자동으로 장애 조치합니다. MetroCluster와 Serviceguard를
통합하면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장애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어레이 프레임에 로컬로 결합된 한 시스템과 다른 어레이 프레임에 로컬로 결합된
원격 노드 사이

• 같은 어레이에 결합된 로컬 노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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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luster의 두 가지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etroCluster with Continuous Access XP는 HP SureStore XP256 또는 XP512 디
스크 어레이 사이에서 물리 복제를 구현할 수 있는 특별한 패키지 제어 스크립트 템
플릿을 제공합니다.

• MetroCluster with EMC SRDF는 EMC Symmetrix 디스크 어레이 사이에서 물리
복제를 구현할 수 있는 특별한 패키지 제어 스크립트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HP 참조 자료
Designing Disaster Tolerant High Availability Clusters

컨티넨탈 클러스터
컨티넨탈 클러스터는 손상을 극복할 수 있는 먼 거리에 걸친 클러스터링을 제공하는 HP
의 고가용성 제품입니다. 컨티넨탈 클러스터는 주 클러스터에서 심각한 서비스 장애를
나타내는 클러스터 이벤트 후 주 클러스터에서 복구 클러스터로 Serviceguard 패키지의
반자동 장애 조치를 수행합니다.
이 제품은 구성 도구 집합, 클러스터 작동 중지 이벤트를 알리는 모니터 및 한 클러스터
에서 다른 클러스터로 패키지를 이동하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컨티넨탈
클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ServiceGuard 클러스터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Cluster Object

Manager
• HP SureStore XP256 또는 HP512 디스크 어레이 사이에서 물리 데이터 복제를 구
현할 수 있는 특별한 패키지 제어 스크립트 템플릿

• EMC Symmetrix 디스크 어레이 사이에서 물리 데이터 복제를 구현할 수 있는 특별
한 패키지 제어 스크립트 템플릿

HP 참조 자료
Designing Disaster Tolerant High Availability Clusters

HP ServiceControl
HP ServiceControl은 용량이 큰 HP HyperPlex 클러스터가 포함된 시스템 관리 환경입
니다. HP ServiceControl은 한 관리 스테이션에서 시스템의 작업 부하, 응용 프로그램
및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지점의 역할을 합니다. Serviceguard와 HA Monitors
같은 고가용성 제품이 HyperPlex 클러스터 노드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HP ServiceControl은 노드를 HyperPlex 클러스터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클러스터에서
Serviceguard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응용 프로그램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없앱니
다.
• 각 노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애에서 업무에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 보호

• 변화와 작업 부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스템에서 작업 부하의 균형 조정

HP 참조 자료
HP-UX ServiceControl User’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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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지침, 174
성능, 측정, 176
이동, 133
프로세스 상태, 183

시스템 고장, 126
시스템 고장. 시스템 장애 참조, 85
시스템 모델, 확인, 127
시스템 복구, 126
시스템 실행 상태, 140
시스템 이동, 133
시스템 자체 검사

CEC, 66
early_cpu, 66
EFI 셸에서 구성, 69
FASTBOOT, 66, 69
full_memory, 66, 73
Full_memory, 66
HP 권장 사항, 69
IO_HW, 67
late_cpu, 66, 73
Memory_init, 67
PDH, 66
SELFTESTS, 66
건너뛰기, 64
구성, 64
모두, 66, 72
부팅 콘솔 핸들러에서 구성, 69
부팅된 시스템에서 구성, 71
시스템 장애가 실행에 미치는 영향, 65
정의, 66
칩셋, 67
플랫폼, 66

시스템 장애, 82, 85
복구, 126
자체 검사 실행에 미치는 영향, 65

시스템의 디스크 사용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 135
시작
사용자 정의, 75

실행 상태, 140
실행 상태 확인, 140
실행 수준
구성, 74

202 색인



확인, 127
실행 수준 확인, 127
쓰기
비동기, 177

ㅇ
엄격한 미러링, 90
여러 시스템에 사용자 추가, 130
운영 체제 버전, 확인, 127
원격 시스템
백업, 118

원격 프린터
LP 스풀러에 추가, 153
데몬, 155

원격 프린터 추가, 153
유지 관리 모드(LVM), 52
응답하지 않는 터미널, 140
이름 서버
종료, 83

이전 디렉토리로 이동, 134
인쇄 요청

ID 번호, 148
대상 이동, 148
대체, 148
상태, 148
취소, 148

인쇄 임계값, 147
인터넷 데몬, 155

ㅈ
자동 부팅

autoboot 플래그, 37, 39
비활성화, 39, 54
자동 부팅 시간 제한, 38, 53
자동 부팅 파일, 37, 43
재정의, 37, 41, 54
활성화, 39, 54

자동 실행 파일, 37, 38, 5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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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복사, 170

테이프에서 소프트웨어 복사,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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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흐름, 146
원격, 153
원격 프린터 추가,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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