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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VM Server for SPARC 3.4.0.3 추가 릴리스 노트

이 추가 릴리스 노트에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 3.4.0.3 유지 관리 업데이트 릴리스에서 해결된
문제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 릴리스 노트에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 3.4.0.3 유지 관리 업데이트 릴리스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결된 문제” [2]
■ “설명서 문제” [3]

지원되는 하드웨어 및 최소/적격 펌웨어와 Oracle Solaris OS 및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VM Server for SPARC 3.4 설치 설명서 의 1 장, “시스템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VM Server for SPARC 3.4 소프트웨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VM Server for
SPARC 3.4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해결된 문제

다음 문제는 Oracle VM Server for SPARC 3.4.0.3 소프트웨어 릴리스에서 해결되었습니다.

20085077 ldm start-reconf/cancel-reconf 루프로 인해 ldmd가 중단되고 hv_mblock이 소진
됨

21069411 I/O 게스트 도메인 실행 diskinfo/croinfo에 PCIE 슬롯만 나열되고 다른 버스가 나열
되지 않음

24431008 ldm set-io가 가상 기능에 대해 잘못된 멀티캐스트 alt-mac-addrs가 설정되도록 허
용하지 않아야 함

24697006 ds_dio는 새 항목 생성 이전에 기존 getinfo_threads가 종료되도록 기다려야 함

24301372 MGMTMIGRN/MIGRATION-MGMT에 문제가 발생함

24755631 대상 메모리가 정렬되지 않은 경우 대상 모드 PPAR DR 메모리 다시 매핑이 실패함

24799226 sysfw 빌드 45_a로 업데이트된 후 ldmd가 SPARC M7-16 서버에서 코어를 덤프함

25042249 저장된 구성의 IOVFC에서 port-wwn 및 node-wwn 정보가 손실됨

25072777 여러 LUN을 포함하는 ls-hba가 성공하도록 vHBA DS 시간 초과 확장 - 임시해결책
2471238

25143261 keystore-backup 지속성 버전을 keystore로 전파

25240689 비율 모드의 보드 DR에 대한 mem_bind_real에서 무한 루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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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문제

LDC 풀의 최대 LDC 엔드포인트 수

Oracle VM Server for SPARC 3.4 Administration Guide 의 “Using Logical Domain Channels” 관련
내용이 오래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섹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Oracle VM Server for SPARC에서는 논리적 도메인 채널(LDC)을 사용하여 콘솔, 가상 I/O 및 컨트롤 트
래픽과 같은 모든 통신을 구현합니다. LDC는 두 끝점 사이에 통신을 사용으로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끝점은 서로 다른 도메인에 있지만 끝점은 동일한 도메인에서 루프백 통신을 사용으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펌웨어는 컨트롤 도메인과 게스트 도메인에 사용할 수 있는 LDC 끝점의 대형
풀을 제공합니다. 이 LDC 엔드포인트 풀은 SPARC T4 서버 및 Fujitsu M10 서버부터 제공됩니다. 풀의
LDC 수는 다음과 같이 플랫폼 유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 SPARC T4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1984개
■ SPARC T5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4080개
■ SPARC T7 시리즈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4080개
■ SPARC M5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4080개
■ SPARC M6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4080개
■ SPARC M7 시리즈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4080개
■ Fujitsu M10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4080개
■ SPARC S7 시리즈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4080개

주 - 도메인이 최소 Oracle Solaris 11.3 SRU 8 OS를 실행할 경우 Oracle SPARC T5 서버부터 그리고
모든 Fujitsu 서버의 경우 LDC 풀에 4080개의 LDC가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LDC 풀에 1984
개의 LDC가 포함됩니다.

LDC 끝점 풀 지원에 필요한 시스템 펌웨어는 8.5.2(SPARC T4 서버의 경우), 9.2.1(SPARC T5 서버,
SPARC M5 서버 및 SPARC M6 서버의 경우), 9.4.3(SPARC T7 시리즈 서버 및 SPARC M7 시리즈 서
버의 경우), 릴리스된 모든 버전(SPARC S7 시리즈 서버의 경우), XCP2240(Fujitsu M10 서버의 경우)입
니다.
지원되는 플랫폼이나 UltraSPARC T2, UltraSPARC T2 Plus 또는 SPARC T3 플랫폼에서 이전 버전의
시스템 펌웨어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LDC 끝점 제한이 적용됩니다.

■ UltraSPARC T2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512개
■ UltraSPARC T2 Plus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768개
■ SPARC T3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768개
■ SPARC T4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768개
■ SPARC T5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768개
■ SPARC T7 시리즈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768개
■ SPARC M5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768개
■ SPARC M6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768개
■ SPARC M7 시리즈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768개
■ Fujitsu M10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768개
■ SPARC S7 시리즈 서버 – 논리적 도메인당 LDC 엔드포인트 768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도메인을 바인드하려고 시도할 때 LDC 끝점 수가 단일 도메인에서 제한을 초과할 경
우, 다음과 비슷한 오류 메시지와 함께 작업이 실패합니다.
13 additional LDCs are required on guest primary to meet this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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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only 9 LDCs are available

다음 지침을 통해 LDC 끝점 사용을 위해 제대로 계획하고 컨트롤 도메인의 LDC 기능 오버플로우가 발생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컨트롤 도메인은 구성된 기타 도메인 수에 관계없이 하이퍼바이저, FMA(Fault Management
Architecture) 및 SP(시스템 프로세서)에서 다양한 통신 목적에 따라 약 15개의 LDC 끝점을 사용합니
다. 컨트롤 도메인이 사용하는 LDC 끝점의 수는 플랫폼 및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라 달라집
니다.

■ 논리적 도메인 Manager는 컨트롤 트래픽을 위해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도메인에 대해 LDC 끝점을 컨
트롤 도메인에 할당합니다.

■ 컨트롤 도메인의 각 가상 I/O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모든 연결된 클라이언트에 대해 1개의 LDC 끝점
을 사용합니다. 각 도메인에는 가상 네트워크, 가상 디스크 및 가상 콘솔이 최소한 하나씩 있어야 합니
다.

다음 공식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컨트롤 도메인에서 필요한 LDC 끝점의 수를 결정합니다.

15 + number-of-domains + (number-of-domains x number-of-virtual-services) =
total-LDC-endpoints

number-of-domains는 컨트롤 도메인을 포함한 총 도메인 수이고, number-of-virtual-services는 이 도메
인에서 서비스하는 총 가상 I/O 장치 수입니다.

다음 예는 1개의 컨트롤 도메인과 8개의 추가 도메인이 있을 때 공식을 사용하여 LDC 끝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5 + 9 + (8 x 3) = 48 LDC 엔드포인트

다음 예에는 45개의 게스트 도메인이 있으며, 각 도메인에는 5개의 가상 디스크, 2개의 가상 네트워크 및 1
개의 가상 콘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면 다음 결과를 얻게 됩니다.

15 + 46 + 45 x 8 = 421 LDC 엔드포인트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LDC 끝점 수에 따라 논리적 도메인 Manager에서 구성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
습니다.

컨트롤 도메인에 LDC 끝점이 부족할 경우 서비스 도메인 또는 I/O 도메인을 만들어 게스트 도메인에 가상
I/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LDC 끝점을 컨트롤 도메인 대신 I/O 도메인 및 서비스
도메인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게스트 도메인에도 LDC 끝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inter-vnet-link 등록 정보가 on으로 설정되
어 추가 LDC 끝점이 게스트 도메인에 지정되고 서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식은 inter-vnet-link=off일 때 게스트 도메인에서 필요한 LDC 끝점 수를 결정합니다.

2 + number-of-vnets + number-of-vdisks = total-LDC-endpoints

2는 가상 콘솔과 컨트롤 트래픽을 나타내며, number-of-vnets는 게스트 도메인에 지정된 총 가상 네트워
크 장치 수이고, number-of-vdisks는 게스트 도메인에 지정된 총 가상 디스크 수입니다.

다음 예는 inter-vnet-link=off이고 2개의 가상 디스크와 2개의 가상 네트워크가 있을 때 공식을 사용하여
게스트 도메인당 LDC 끝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2 + 2 + 2 = 6 LDC 엔드포인트

다음 공식은 inter-vnet-link=on일 때 게스트 도메인에서 필요한 LDC 끝점 수를 결정합니다.

2 + [[(number-of-vnets-from-vswX x number-of-vnets-in-vswX)] ...] + number-of-
vdisks = total-LDC-end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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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가상 콘솔과 컨트롤 트래픽을 나타내며, number-of-vnets-from-vswX는 vswX 가상 스위치에서 게스
트 도메인에 지정된 총 가상 네트워크 장치 수이고, number-of-vnets-in-vswX는 vswX 가상 스위치의 총
가상 네트워크 장치 수이며, number-of-virtual-disks는 게스트 도메인에 지정된 총 가상 디스크 수입니다.

다음 예는 inter-vnet-link=on이고 2개의 가상 디스크와 2개의 가상 스위치가 있을 때 공식을 사용하여 게
스트 도메인당 LDC 끝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첫번째 가상 스위치에는 8개의 가상 네트워
크가 있고 이 중 4개를 도메인에 지정합니다. 두번째 가상 스위치는 8개의 모든 가상 네트워크를 도메인에
지정합니다.

2 + (4 x 8) + (8 x 8) + 2 = 100개 LDC 끝점

Oracle VM Server for SPARC 3.4 소프트웨어 이상을 사용하여 만든 가상 네트워크 장치는 inter-vnet-
link=auto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숫자가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inter-vnet-links
를 해제합니다. 하지만 inter-vnet-link=on으로 만든 가상 네트워크 장치는 LDC 채널 수를 줄이기 위해
inter-vnet-link=off를 변경하도록 명시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VM Server for
SPARC 3.4 Administration Guide 의 “Inter-Vnet LDC Channels”을 참조하십시오.

inter-vnet-link=off를 설정하여 가상 네트워크 장치가 있는 도메인에서 LDC 끝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도메인에는 여전히 각 가상 네트워크 장치에 LDC 연결이 필요하므로 가상 스위치가 있는
서비스 도메인에는 off 등록 정보 값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등록 정보가 off로 설정된 경우 LDC 채
널이 vnet 간 통신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가상 네트워크 장치 및 가상 스위치 장치 간 통신에 대해서만
LDC 채널이 지정됩니다. l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 - Vnet 간 링크 지정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해도 LDC 끝점 수가 줄어들지만 게스트-게스트 네트워크 성
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저하는 모든 게스트 간 통신 트래픽이 한 게스트 도메인
에서 다른 게스트 도메인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고 가상 스위치를 거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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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GOVERNMENT END USERS: Oracle programs, including any operating system, integrated software, any programs installed on the hardware, and/or documentation,
delivered to U.S. Government end users are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pursuant to the applicabl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and agency-specific supplemental
regulations. As such, use, duplication, disclosure, modification, and adaptation of the programs, including any operating system, integrated software, any programs installed
on the hardware, and/or documentation, shall be subject to license terms and license restrictions applicable to the programs. No other rights are granted to the U.S.
Government.

본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는 다양한 정보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일반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는 개인적인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을 포함하여 본질적으로 위험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며,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일 본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위험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모든 적절한 비상-안전, 백업, 대비 및 기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Oracle Corporation과 그 자회사는 본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위험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Oracle과 Java는 Oracle Corporation 및/또는 그 자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기타 명칭들은 각 소속 회사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Intel 및 Intel Xeon은 Intel Corporation의 상표 내지 등록상표입니다. SPARC 상표 일체는 라이센스에 의거하여 사용되며SPARC International, Inc.의 상표 내지 등록상표입니다. AMD,
Opteron, AMD 로고 및 AMD Opteron 로고는 Advanced Micro Devices의 상표 내지 등록상표입니다. UNIX는 The Open Group의 등록상표입니다.

본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와 관련문서(설명서)는 제3자 컨텐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내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오라클 간의 합의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Oracle Corporation과 그 자회사는 제3자의 컨텐츠,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일체의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Oracle Corporation과 그
자회사는 제3자의 컨텐츠, 제품 및 서비스에 접속 내지 이를 사용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어떠한 손실,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사용자와 오라클 간의 합의
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설명서 접근성

오라클의 접근성 개선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docacc에서 Oracle Accessibility Program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오라클 고객지원센터 액세스

지원 서비스를 구매한 오라클 고객은 My Oracle Support를 통해 온라인 지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를 참조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docacc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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