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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virt for LDoms 1.0.1 릴리스 노트

이 릴리스 노트에는 이 Libvirt for LDoms 1.0.1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지원 정보와 
일반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정보

커뮤니티 토의 및 지원
이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다운로드한 후에 이 커뮤니티 토의에 참여하여 커뮤니티 
기반 지원을 받으십시오. 커뮤니티 기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위치에서 Logical 
Domains OpenSolaris™ 커뮤니티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http://opensolaris.org/os/community/ldoms/

LDoms 게스트 도메인에서 지원되는 OS
Logical Domains 소프트웨어의 경우 게스트 도메인은 하이퍼바이저에서 제시하는 
sun4v 플랫폼과 가상 장치를 이해하는 운영 체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운영 체제는 최소 Solaris 10 11/06 OS 및 패치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ogical 
Domains(LDoms) 1.0.1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virt-install 스크립트의 경우 Solaris OS 설치만 지원되고 테스트됩니다. 
LDoms 게스트 도메인은 최신 Ubuntu Linux 배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virt-install 스크립트를 사용한 Linux 설치는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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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oms 소프트웨어는 의사 가상화
(paravirtualization)만 지원
Sun은 가상화와 관리(xVM) 기술의 교집합으로 두 가지 수준의 가상화를 지원합니다. 
첫 번째 수준은 의사 가상화(paravirtualization)로 운영 체제가 xVM 소프트웨어 하에 
실행 중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준은 완전히 가상화된 상태로 게스트 
운영 체제가 xVM 소프트웨어 하에 실행 중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xVM 소프트웨어와 달리 LDoms 소프트웨어는 의사 가상화(paravirtualization) 모드에
서만 실행됩니다. 따라서 virt-install 스크립트에 대해 -p(--paravirt) 옵션을 지
정하지 않아도 LDoms 게스트는 의사 가상화(paravirtualization)됩니다.

일반적인 문제

virsh 및 virt-install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수퍼유저여야 함
가상 쉘(virsh) 명령 및 virt-install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수퍼유저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메모리 부족 오류
virsh(1M) setmem 명령을 사용하여 도메인의 메모리 할당을 변경하는 경우 메모리 
양을 4000KB보다 크게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복구: 메모리를 4000KB보다 크게 늘립니다.

MAC 주소 형식
virt-install 스크립트에 대해 -m(--mac) 옵션을 사용하여 게스트 도메인의 가상 
네트워크 장치에 고정 MAC 주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MAC 주소 형식은 다음과 비
슷해야 합니다.

libvir: Domain error domain: invalid argument in virDomainSet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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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4F:FC:00:00

다음 MAC 주소 형식을 사용하면 잘못된 MAC 주소 오류가 발생합니다.

00-14-4F-FC-00-00

Logical Domains 소프트웨어에서 MAC 주소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ogical 
Domains(LDoms) 1.0.1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libxml2.py 파일의 들여쓰기 오류
virt-install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libxml2.py 파일에서 다음과 같은 들여쓰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파일의 215행을 편집하여 탭 대신 공백을 사용합
니다.

/usr/lib/python2.4/vendor-packages/libxml2.py

libxml2.py 파일은 virt-install 코드의 일부가 아닙니다.

# virt-install --connect=ldoms:///default
Traceback (most recent call last):

File “/usr/sbin/virt-install”, line 24, in ?
import libxml2

File “/usr/lib/python2.4/vendor-packages/libxml2.py”, line 215
pass

^
TabError: inconsistent use of tabs and spaces in ind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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