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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StorageTek PCI Express Enterprise 
4 Gb FC 호스트 버스 어댑터 Emulex 릴
리스 노트

이 문서에는 Sun StorageTek™ PCI Express Enterprise 4 Gb 광 섬유 채널(FC) 단일 및 
이중 포트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SG-XPCIE1FC-EM4, SG-XPCIE2FC-EM4)에 대한 
최신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Sun StorageTek PCI Express 
Enterprise 4 Gb FC 호스트 버스 어댑터 Emulex 설치 설명서(부품 번호 819-5440-10 이
상)와 함께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는 다음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페이지의 "이 릴리스의 기능"
■ 3페이지의 "Solaris 10 운영 체제"
■ 5페이지의 "Red Hat Enterprise Linux 및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시스템"
■ 7페이지의 "Windows 2000 및 Windows Server 2003 시스템"

주 – Sun은 본 설명서에서 언급된 타사 웹 사이트의 가용성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un은 그러한 사이트 또는 자원을 통해 사용 가능한 내용, 광고, 제품 또는 기
타 자료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책임 또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Sun은 해당 사이
트나 자원을 통해 사용 가능한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
생했다고 간주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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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릴리스의 기능
이 HBA는 하나 또는 두 개의 광학 포트에 4레인 PCI Express 버스를 연결하는 단일 슬
롯 PCI Express 버스 확장 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포트 어댑터의 경우 두 개의 
채널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각 채널은 4GB/s로 작동하는 별도의 FC 버스를 지원합니
다. 또한 각 채널은 기존의 2.125GB/s 및 1.0625GB/s FC 포트와도 역호환됩니다.

SFF(Small-Form Factor) LC 이중 커넥터를 사용하여 외부 FC 포트로 연결합니다. FC 
버스는 단파 다중 모드에서 작동합니다. 단일 Emulex Zephyr ASIC를 사용하여 하나 
또는 두 개의 독립 FC 포트를 지원합니다.

지원 운영 체제
Sun StorageTek PCI Express Enterprise 4 Gb FC 단일 및 이중 포트 HBA를 다음 운영 
체제(O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olaris 10

이 OS에서 어댑터를 사용하려면 3페이지의 "Solaris 10 운영 체제"에 설명된 대로 
Sun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 Red Hat Enterprise Linux 및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OS

이 OS에서 어댑터를 사용하려면 5페이지의 "Red Hat Enterprise Linux 및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시스템"에 설명된 대로 Emulex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 Windows 2000 및 Windows Server 2003

이 OS에서 어댑터를 사용하려면 7페이지의 "Windows 2000 및 Windows Server 
2003 시스템"에 설명된 대로 Emulex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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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is 10 운영 체제
이 절은 Solaris OS에서의 Sun StorageTek PCI Express Enterprise 4 Gb FC 단일 및 이
중 포트 HBA 사용에 대해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페이지의 "시스템 요구 사항"

■ 4페이지의 "알려진 문제 및 버그"

시스템 요구 사항
Solaris 10 OS에 적당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OS 레벨
■ Solaris 10 권장 패치 클러스터가 설치된 SPARC 및 x64/x86 OS용 Solaris 10

필수 패키지 및 패치는 설치 설명서 819-5440-xx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플랫폼 지원
■ Sun Fire T1000/T2000
■ Sun Fire X2100 서버(x64)

저장소 시스템 지원
■ Sun StorEdge™ 3510 및 3511 FC 어레이
■ Sun StorEdge™ 6020, 6120 및 6320 어레이
■ Sun StorEdge™ 6130 어레이
■ Sun StorEdge 6920 시스템
■ Sun StorEdge C4 테이프 라이브러리
■ Sun StorEdge L25, L100 테이프 라이브러리
■ Sun StorEdge L500 테이프 라이브러리
■ Sun StorEdge L180, L700 테이프 라이브러리
■ Sun StorEdge L5500, L8500 테이프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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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섬유 채널 스위치 지원

표 1에 FC 스위치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알려진 문제 및 버그
다음 문제와 버그는 이 릴리스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문제

다음 문제는 이 릴리스에서 확인되었으며 다음 Solaris 10 업데이트 릴리스에서 수정될 
것입니다.

없음

표 1 광 섬유 채널 스위치 지원

스위치 최소 펌웨어 버전

QLogic SANbox 5200 2 Gb 스위치 4.2.05

Sun StorEdge Network 2 Gb 스위치 4.2.05

Sun StorEdge Network 2 Gb Brocade SilkWorm 3200 및 3800 스
위치

3.2.0a

Sun StorEdge Network 2 Gb Brocade SilkWorm 3250 및 3850 스
위치

4.4.0e

Sun StorEdge Network 2 Gb Brocade SilkWorm 3900 스위치 4.4.0e

Sun StorEdge Network 2 Gb Brocade SilkWorm 12000 및 24000 
Core Fabric 스위치

4.4.0e

Sun StorEdge Network 4 Gb Brocade SilkWorm 4100 스위치 5.0.3

Sun StorEdge Network 4 Gb Brocade SilkWorm 48000 및 200E 5.0.3

Sun StorEdge Network 2 Gb McDATA Sphereon 4300 스위치 7.01

Sun StorEdge Network 2 Gb McDATA Sphereon 4500 스위치 7.01

Sun StorEdge Network 2 Gb McDATA Intrepid 6064 디렉터 7.01

Sun StorEdge Network 2 Gb McDATA Intrepid 6140 디렉터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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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버그

릴리스 당시 다음 버그가 발견되었습니다.

■ CR 6352189: OBP>검사에서 매핑되지 않은 채널/SE35xx에 대해 예기치 않은 출력 
발생

설명: OBP> probe-scsi-all이 매핑되지 않은 채널 SE3511(m31)에 대해 예기치 않은 
출력을 발생합니다.

SE3511의 채널 0이 스위치 없이 Summit-E HBA(FCode 5.01a9)의 포트에 직접 연결
(DAS)되어 있고 LUN이 이 채널 0에 아직 매핑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사용자의 재설정 없이 probe-scsi-all 명령을 두 번 보냅니다. 유효한 연결 
장치 목록이 표시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및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시스템
Linux OS에서 Sun StorageTek PCI Express Enterprise 4 Gb FC 단일 및 이중 포트 
HBA를 지원하는 Linux 드라이버와 HBA 진단 및 관리 유틸리티는 Sun에서 지정한 다
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emulex.com/ts/docoem/sun/summit.html

Linux 2.4 및 2.6 커널을 지원하는 드라이버가 제공됩니다. Linux 2.4 커널은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3에서 사용되고, Linux 2.6 커널은 RHEL 4 및 SLES 9에서 사용
됩니다. 지원되는 Linux 릴리스를 확인하려면 Sun 하드웨어 플랫폼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이 절은 Red Hat Enterprise Linux 및 SuSE Linux Enterprise 운영 체제에서의 
StorageTek PCI Express Enterprise 4 Gb FC 단일 및 이중 포트 HBA 사용에 대해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요구 사항(아래 내용 참조)
■ 6페이지의 "알려진 문제 및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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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Red Hat Enterprise Linux 및 SuSE Linux Enterprise Sever 시스템에 적당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OS 레벨
■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3

■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4 

■ SLES(SuSE Linux Enterprise Server) 9

호스트 플랫폼 지원
■ Sun Fire X2100 서버(x64)

저장소 시스템 지원

Red Hat Enterprise Linux 및 SuSE Linux Enterprise Sever 시스템에 지원되는 저장소 
시스템은 3페이지의 "Solaris 10 운영 체제"에서 나열된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광 섬유 채널 스위치 지원

표 1에 FC 스위치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4페이지의 "광 섬유 채널 스위치 
지원"에서 Solaris 10 운영 체제용으로 나열된 스위치와 동일합니다.

알려진 문제 및 버그
현재로서는 Linux 운영 체제에 대해 알려진 HBA 문제 또는 버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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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2000 및 Windows Server 2003 
시스템
Windows 2000 및 Windows Server 2003 OS를 실행하는 호스트 어댑터 장치 드라이버
는 다음의 Emulex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emulex.com/ts/docoem/sun/summit.html

이 절은 Windows 2000 및 Windows Server 2003 운영 체제에서의 StorageTek PCI 
Express Enterprise 4 Gb FC 단일 및 이중 포트 HBA 사용에 대해 다음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7페이지의 "시스템 요구 사항"
■ 8페이지의 "알려진 문제 및 버그"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2000 및 Windows Server 2003 OS에 적당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다음
과 같습니다.

호스트 플랫폼 지원
■ Sun Fire X2100 서버(x64)

저장소 시스템 지원

Windows 2000 및 Windows Server 2003 운영 체제에 지원되는 저장소 시스템은 3페이
지의 "Solaris 10 운영 체제"에서 나열된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광 섬유 채널 스위치 지원

Windows 2000 및 Windows Server 2003 운영 체제에 지원되는 FC 스위치는 4페이지
의 "광 섬유 채널 스위치 지원"에서 Solaris 10 운영 체제용으로 나열된 스위치와 동일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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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문제 및 버그
현재로서는 Windows 2000 및 Windows Server 2003 운영 체제에 대해 알려진 HBA 문
제 또는 버그가 없습니다.

서비스 문의 관련 정보
미국 내에서 본 제품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1-800-USA-4SUN으로 전화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sun.com/service/contacti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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