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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및 알림을 관리합니다

이벤트 관리

이벤트는 모니터링되는 클러스터의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tive IQ 플랫폼 이벤트란 무엇입니까

Unified Manager는 Active IQ 플랫폼에서 검색된 이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Unified Manager가 모니터링하는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AutoSupport

메시지에 대해 일련의 규칙을 실행하여 생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Active IQ 플랫폼 이벤트 생성 방법"

Unified Manager는 새 규칙 파일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새 규칙이 있을 때만 새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외부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는 * 스토리지 관리 * > * 이벤트 설정 * > * 규칙 업로드 * 에서 수동으로 규칙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Active IQ 이벤트는 기존 Unified Manager 이벤트와 중복되지 않으며 시스템 구성, 케이블 연결, 모범 사례 및 가용성
문제와 관련된 인시던트나 위험을 식별합니다.

플랫폼 이벤트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Active IQ 포털 이벤트 활성화"규칙 파일 업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새 Active IQ 규칙 파일을 업로드하는 중입니다"

NetApp Active IQ는 예측 분석 및 능동적 지원을 제공하여 NetApp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반에서 스토리지 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Active IQ를 참조하십시오" 를
참조하십시오.

이벤트 관리 시스템 이벤트란 무엇입니까

EMS(이벤트 관리 시스템)는 ONTAP 커널의 여러 부분에서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벤트
전달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ONTAP 이벤트는 Unified Manager에서 EMS 이벤트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이러한 EMS 이벤트를 기반으로
중요한 EMS 이벤트 및 경고 알림을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Unified Manager에 클러스터를 추가하면 Unified Manager 주소가 클러스터에 알림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EMS

이벤트는 클러스터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즉시 보고됩니다.

Unified Manager에서 EMS 이벤트를 수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특정 수의 중요한 EMS 이벤트가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 개별 EMS 이벤트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Unified Manager에서 생성되는 EMS 이벤트는 이벤트가 생성된 방법에 따라 다르게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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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자동 EMS 메시지 등록된 EMS 메시지

사용 가능한 EMS 이벤트입니다 EMS 이벤트의 하위 집합입니다 모든 EMS 이벤트

EMS가 트리거될 때 메시지
이름입니다

Unified Manager 이벤트 이름(EMS

이벤트 이름에서 변환됨)

"Error EMS Received(오류 EMS

수신)" 형식의 비특이적. 상세
메시지는 실제 EMS 이벤트의 도트
표기 형식을 제공한다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 클러스터가 검색되는 즉시 필요한 각 EMS 이벤트를 Unified

Manager에 추가한 후 다음 15분 폴링
주기가 지나면

이벤트 수명 주기 다른 Unified Manager 이벤트와
동일: 새 상태, 확인됨 상태, 해결된
상태 및 폐기 상태

이벤트가 생성된 후 15분 후에
클러스터를 새로 고친 후 EMS

이벤트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Unified Manager 다운타임 동안
이벤트를 캡처합니다

예. 시스템이 시작되면 각 클러스터와
통신하여 누락된 이벤트를 획득합니다

아니요

이벤트 세부 정보 제안된 수정 조치를 ONTAP에서 직접
가져와 일관된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수정
조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자동 EMS 이벤트 중 일부는 이전 이벤트가 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어, "FlexGroup 구성 요소공간 상태 모두 확인" 정보 이벤트는 "FlexGroup 구성 요소에는 공간
문제가 있음" 오류 이벤트가 해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이벤트 심각도 유형과 동일한 이벤트 수명
주기를 사용하여 정보 이벤트를 관리할 수 없지만 동일한 볼륨에서 또 다른 "속도 문제" 오류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Unified Manager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EMS 이벤트입니다

다음 ONTAP EMS 이벤트가 Unified Manager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Unified Manager가 모니터링하는 모든 클러스터에서 트리거될 때 생성됩니다.

ONTAP 9.5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할 때 다음과 같은 EMS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ified Manager 이벤트
이름입니다

EMS 이벤트 이름입니다 영향을 받는 리소스입니다 Unified Manager의 심각도

애그리게이트 재배치에 대한
클라우드 계층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arl.netra.ca.check.failed 집계 오류

스토리지 페일오버 중
애그리게이트 재배치에 대한
클라우드 계층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gb.netra.ca.check.failed 집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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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Manager 이벤트
이름입니다

EMS 이벤트 이름입니다 영향을 받는 리소스입니다 Unified Manager의 심각도

FabricPool 미러 복제
재동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wafl.ca.resync.complete 클러스터 오류

FabricPool 공간이 거의
찼습니다

거의 다 찼습니다 클러스터 오류

NVMe - 유예 기간 시작됨 nvmf.graceperiod.start 클러스터 경고

NVMe - 유예 기간 활성 nvmf.graceperiod.active 클러스터 경고

NVMe - 유예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nvmf.graceperiod.expired 클러스터 경고

LUN이 제거되었습니다 lun.destroy LUN을 클릭합니다 정보

Cloud AWS

MetaDataConnFail

Cloud.AWS.metadataCon

nFail입니다
노드 오류

클라우드 AWS

IAMCredsExpired

Cloud.AWS.iamCredsExpi

red를 참조하십시오
노드 오류

클라우드 AWS

IAMCredsInvalid

Cloud.AWS.iamCredsInva

lid
노드 오류

Cloud AWS

IAMCredsNotFound 를
참조하십시오

Cloud.AWS.iamCredsNot

Found 를 참조하십시오
노드 오류

Cloud AWS

IAMCredsNotInitialized를
참조하십시오

Cloud.AWS.iamNotInitializ

ed를 초기화합니다
노드 정보

Cloud AWS

IAMRoleInvalid

Cloud.AWS.iamRoleInvali

d
노드 오류

Cloud AWS

IAMRoleNotFound를
참조하십시오

Cloud.AWS.iamRoleNotF

ound 를 참조하십시오
노드 오류

클라우드 계층 호스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objstore.host.unresolable

을 선택합니다
노드 오류

클라우드 계층 간 클러스터
LIF가 다운되었습니다

objstore.interclusterlifDow

n
노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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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Manager 이벤트
이름입니다

EMS 이벤트 이름입니다 영향을 받는 리소스입니다 Unified Manager의 심각도

요청 불일치 클라우드 계층
서명

OSC.signaturemismatch.(

OSCC.sign
노드 오류

NFSv4 풀 중 하나가
소진되었습니다

Nblade.nfsV4PoolExhaust 노드 심각

QoS 모니터 메모리 최대
용량

QoS.MONITOR.MEMOR

Y.MEMORY
노드 오류

QoS Monitor 메모리가
잠졌습니다

QoS.MONITOR.MEMOR

Y.abated를 참조하십시오
노드 정보

NVMeNS 제거 NVMeNS.destroy 네임스페이스 정보

NVMeNS 온라인 오프라인, NVMeNS 네임스페이스 정보

NVMeNS 오프라인 온라인, NVMeNS 네임스페이스 정보

데이터 보호 공간 부족 데이터 보호. 공간 부족 네임스페이스 경고

동기식 복제가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sms.status.out.of.sync SnapMirror 관계 경고

동기식 복제가
복구되었습니다

sms.status.in.sync SnapMirror 관계 정보

동기 복제 자동 재동기화에
실패했습니다

SMS.resync.attempt.failed

를 참조하십시오
SnapMirror 관계 오류

많은 CIFS 접속 Nblade.cifsManyAuhs를
참조하십시오

SVM 오류

최대 CIFS 접속이
초과되었습니다

nblade.cifsMaxOpenSam

eFile을 참조하십시오
SVM 오류

사용자당 최대 CIFS 연결
수를 초과했습니다

Nblade.cifsMaxSessPerU

srConn

SVM 오류

CIFS NetBIOS 이름이
충돌합니다

nblade.cifsNbNameConfli

ctt

SVM 오류

존재하지 않는 CIFS 공유를
연결하려고 시도합니다

Nblade.cifsNoPrivShare SVM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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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Manager 이벤트
이름입니다

EMS 이벤트 이름입니다 영향을 받는 리소스입니다 Unified Manager의 심각도

CIFS 섀도우 복제본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cifs.shadowcopy.실패 SVM 오류

AV 서버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Nblade.vscanVirusDetect

ed 를 참조하십시오
SVM 오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AV

서버 연결이 없습니다

Nblade.vscanNoScanner

Conn을 참조하십시오
SVM 심각

등록된 AV 서버가 없습니다 NBlade.vscanNoRegdSca

nner

SVM 오류

응답이 없는 AV 서버 연결 NBlade.vscanConnInactiv

e

SVM 정보

AV 서버가 새 스캔 요청을
수락하기에 너무 사용
중입니다

NBlade.vscanConnBackP

ressure

SVM 오류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AV

서버를 시도합니다

Nblade.vscanBadUserPriv

access를 참조하십시오
SVM 오류

FlexGroup 구성요소에 공간
문제가 있습니다

flexgroup.flexpodues.spac

e.문제로 이동합니다
볼륨 오류

FlexGroup 구성 요소인
공간 상태가 모두
정상입니다

flexgroup.성분.space.statu

s.all.ok

볼륨 정보

FlexGroup 구성 요소에는
inode 문제가 있습니다

flexgroup.constituents.hav

e.inodes.issues
볼륨 오류

FlexGroup 구성 요소에서는
inode 상태가 모두
정상입니다

flexgroup.constituents.ino

des.status.all.ok
볼륨 정보

볼륨 논리 공간이 거의
찼습니다

monitor.vol.nearFull.inc.sa

v
볼륨 경고

볼륨 논리적 공간이 가득
찼습니다

monitor.vol.full.inc.sav 볼륨 오류

볼륨 논리적 공간이
정상입니다

monitor.vol.one.ok.inc.sav 볼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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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Manager 이벤트
이름입니다

EMS 이벤트 이름입니다 영향을 받는 리소스입니다 Unified Manager의 심각도

WAFL 볼륨 자동 크기 조정
실패

wafl.vol.autoSize.fail 볼륨 오류

WAFL 볼륨 자동 크기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wafl.vol.autoSize.done 볼륨 정보

WAFL readdir 파일 작업
시간 초과

WAFL.readdir.expired를
참조하십시오

볼륨 오류

ONTAP EMS 이벤트 가입

ONTAP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EMS(이벤트 관리 시스템) 이벤트를
구독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MS 이벤트의 하위 집합이 Unified Manager에 자동으로
보고되지만 이러한 이벤트에 가입한 경우에만 추가 EMS 이벤트가 보고됩니다.

• 필요한 것 *

Unified Manager에 이미 추가된 EMS 이벤트를 자동으로 구독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문제에 대해 두 개의 이벤트를
수신할 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MS 이벤트 수에 관계없이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는 모든 이벤트의 유효성을 검증하며, 검증된 이벤트만 Unified

Manager에서 모니터링하는 클러스터에 적용됩니다. _ONTAP 9 EMS 이벤트 카탈로그_는 지정된 버전의 ONTAP 9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EMS 메시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이벤트 목록을 보려면 ONTAP 9 제품
설명서 페이지에서 해당 버전의 _EMS 이벤트 카탈로그_를 찾으십시오.

"ONTAP 9 제품 라이브러리"

구독하는 ONTAP EMS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 실행할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한 ONTAP EMS 이벤트를 수신하지 않으면 클러스터의 DNS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클러스터가
Unified Manager 서버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클러스터 관리자가
클러스터의 DNS 구성을 수정한 다음 Unified Manager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류 중인
EMS 이벤트가 Unified Manager 서버로 플러시됩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이벤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2. 이벤트 설정 페이지에서 * EMS 이벤트 가입 * 버튼을 클릭합니다.

3. EMS 이벤트 가입 대화 상자에서 가입하려는 ONTAP EMS 이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ONTAP 클러스터 쉘에서 가입할 수 있는 EMS 이벤트의 이름을 보려면 'event route show' 명령(ONTAP 9 이전)

또는 'event catalog show' 명령(ONTAP 9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tive IQ Unified Manager에서 ONTAP EMS 이벤트 가입으로부터 알림을 구성 및 수신하는 방법"

4. 추가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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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이벤트는 가입된 EMS 이벤트 목록에 추가되지만, 해당 to Cluster 열에 추가한 EMS 이벤트에 대한 상태가
""Unknown""으로 표시됩니다.

5. Save and Close * 를 클릭하여 EMS 이벤트 구독을 클러스터에 등록합니다.

6. EMS 이벤트 가입 * 을 다시 클릭합니다.

추가한 EMS 이벤트에 대해 클러스터에 적용 가능한 열에 ""예"" 상태가 표시됩니다.

상태가 "예"가 아닌 경우 ONTAP EMS 이벤트 이름의 철자를 확인합니다. 이름을 잘못 입력한 경우 잘못된
이벤트를 제거한 다음 이벤트를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ONTAP EMS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페이지에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Event details 페이지에서 EMS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벤트 처리를 관리하거나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수신 시 발생하는 현상

Unified Manager에서 이벤트를 수신하면 대시보드 페이지, 이벤트 관리 인벤토리 페이지,

클러스터/성능 페이지의 요약 및 탐색기 탭, 개체별 인벤토리 페이지(예: 볼륨/상태 인벤토리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Unified Manager에서 동일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에 대해 같은 이벤트가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지한 경우
모든 경우를 별도의 이벤트가 아닌 단일 이벤트로 처리합니다. 이벤트 지속 시간이 증가하여 이벤트가 여전히 활성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경고 설정 페이지의 설정 구성 방법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게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알림으로 인해
다음 작업이 시작됩니다.

• 이벤트에 대한 e-메일을 모든 Unified Manager Administrator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 이벤트를 추가 e-메일 수신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 SNMP 트랩을 트랩 수신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는 다음 다이어그램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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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및 이벤트 세부 정보 보기

Unified Manager에서 트리거된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여 수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태 이벤트 Volume Offline이 있는 경우 해당 이벤트를 클릭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운영자,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이벤트 세부 정보에는 이벤트 소스, 이벤트 원인 및 이벤트와 관련된 메모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이벤트 관리 * 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활성 이벤트 보기에는 영향 수준의 인시던트 또는 위험이 있는 이전 7일 동안 생성된 새 이벤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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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활성)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2. 용량 이벤트 또는 성능 이벤트와 같은 특정 이벤트 범주를 보려면 * View * 를 클릭하고 이벤트 유형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3. 세부 정보를 보려는 이벤트 이름을 클릭합니다.

이벤트 세부 정보가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할당되지 않은 이벤트 보기

할당되지 않은 이벤트를 확인한 다음 각 이벤트를 해결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운영자,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이벤트 관리 * 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새 이벤트와 확인된 이벤트는 이벤트 관리 인벤토리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2. Filters * 창에서 * Assigned to * 영역에서 * Unassigned * 필터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벤트 확인 및 해결

이벤트 생성 문제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확인을 통해 반복 경고 알림을 계속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이벤트에 대해 수정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이벤트를 '해결됨’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것 *

운영자,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이벤트를 동시에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보 이벤트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이벤트 관리 * 를 클릭합니다.

2. 이벤트 목록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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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단일 이벤트를 확인하고 해결된 것으로 표시합니다 a. 이벤트 이름을 클릭합니다.

b.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이벤트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c. 확인 * 을 클릭합니다.

d. 적절한 수정 조치를 취하십시오.

e. 해결됨으로 표시 * 를 클릭합니다.

여러 이벤트를 확인하고 해결된 것으로 표시합니다 a. 각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이벤트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b.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c. 확인 * 을 클릭합니다.

d. 적절한 수정 조치를 취하십시오.

e. 해결됨으로 표시 * 를 클릭합니다.

이벤트를 Resolved 로 표시하면 이벤트가 Resolved 이벤트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3. * 선택 사항 *: * 참고 및 업데이트 * 영역에서 이벤트 처리 방법에 대한 메모를 추가한 다음 * 게시 * 를 클릭합니다.

특정 사용자에게 이벤트 할당

할당되지 않은 이벤트를 사용자 자신 또는 원격 사용자를 포함한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할당된 이벤트를 다른 사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개체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벤트를 해당 개체를
관리하는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ID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운영자,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이벤트 관리 * 를 클릭합니다.

2. 이벤트 관리 * 인벤토리 페이지에서 할당할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벤트를 할당합니다.

이벤트를 다음에 할당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직접 Assign to * > * Me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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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를 다음에 할당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다른 사용자 a. Assign to * > * another user * 를 클릭합니다.

b. 소유자 할당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거나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c. 할당 * 을 클릭합니다.

사용자에게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지 않거나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 배정 * 을 클릭하면
이벤트가 미할당 상태로 유지됩니다.

원치 않는 이벤트 비활성화

모든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이벤트에 대한 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벤트를 전역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비활성화된 이벤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시스템에서 이전에 생성된 이벤트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고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 구성된 알림이 트리거되지 않습니다. 비활성화된 이벤트를 활성화하면 다음 모니터링 주기부터 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알림이 생성됩니다.

개체에 대한 이벤트(예: "vol offline" 이벤트)를 해제한 다음 나중에 이 이벤트를 사용하면 Unified Manager는 이벤트가
비활성 상태일 때 오프라인 상태인 개체에 대한 새 이벤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Unified Manager는 이벤트가 다시
활성화된 후 오브젝트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만 새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이벤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2. 이벤트 설정 *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벤트를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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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이벤트를 비활성화합니다 a. 비활성화 * 를 클릭합니다.

b. 이벤트 사용 안 함 대화 상자에서 이벤트 심각도를
선택합니다.

c. 이벤트 일치 열에서 이벤트 심각도에 따라
비활성화할 이벤트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해당 이벤트를 이벤트 사용 안 함 열로
이동합니다.

d.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e.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이벤트가 이벤트 설정
페이지의 목록 보기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벤트 활성화 a. 활성화할 이벤트 또는 이벤트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사용 * 을 클릭합니다.

Unified Manager 자동 조정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

Unified Manager에서 철저히 진단하고 * Fix it * 버튼을 사용하여 단일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 이러한 해결 방법은 Dashboard, Event Details

페이지 및 왼쪽 탐색 메뉴의 Workload Analysis 선택 항목에 표시됩니다.

대부분의 이벤트는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으므로 ONTAP System Manager

또는 ONTAP CLI를 사용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Unified Manager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일
해결책이 있다고 판단하여 ONTAP CLI 명령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 Fix it *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대시보드 * 에서 수정할 수 있는 이벤트를 보려면 * 대시보드 * 를 클릭합니다.

12



2. Unified Manager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 Fix it *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 개체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 모두 수정 *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 수정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Unified Manager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Active IQ 이벤트 보고 활성화 및 비활성화

Active IQ 플랫폼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Unified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생성되고
표시됩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너무 "노이즈"이거나 Unified Manager에서 이러한 이벤트를 보고
싶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이벤트가 생성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림 수신을 다시
시작하려면 나중에 해당 알림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Unified Manager에서 Active IQ 플랫폼 이벤트 수신을 즉시 중지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Unified Manager가 클러스터 시간대를 기준으로 자정 직후 Active IQ 플랫폼 이벤트를
수신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시간은 Unified Manager가 각 클러스터에서 AutoSupport 메시지를 수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일반 * > * 기능 설정 * 을 클릭합니다.

2. 기능 설정 *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Active IQ 플랫폼 이벤트를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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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ctive IQ 플랫폼 이벤트를 비활성화합니다 Active IQ 포털 이벤트 * 패널에서 슬라이더 버튼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Active IQ 플랫폼 이벤트를 활성화합니다 Active IQ 포털 이벤트 * 패널에서 슬라이더 버튼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새 Active IQ 규칙 파일을 업로드하는 중입니다

Unified Manager는 새 Active IQ 규칙 파일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규칙이 있을 때 새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나 외부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는 규칙 파일을
수동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것 *

• Active IQ 이벤트 보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규칙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을 보호하고 최적의 상태로 실행하기 위해 한 달에 약 한 번 새로운 규칙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 파일은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http://mysupport.netapp.com/NOW/public/unified_manager/bin/

secure_rules.zip

단계

1. 네트워크 액세스가 가능한 컴퓨터에서 NetApp Support 사이트로 이동하여 현재 규칙 파일 '.zip’을 다운로드합니다.

2. 보안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일부 미디어로 규칙 파일을 전송한 다음 보안 영역의 시스템에 복사합니다.

3.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이벤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4. 이벤트 설정 * 페이지에서 * 규칙 업로드 * 버튼을 클릭합니다.

5. Upload Rules * (규칙 업로드 *) 대화 상자에서 다운로드한 규칙 '.zip'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 Upload * (업로드
*)를 클릭합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규칙 파일의 압축이 Unified Manager 서버에서 풀립니다. 자정 이후 관리 클러스터에서 AutoSupport 파일이 생성되면
Unified Manager에서 규칙 파일에 대해 클러스터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위험 및 사고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술 자료(KB) 문서를 참조하십시오."Active IQ Unified Manager에서 AIQCASecure 규칙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Active IQ 플랫폼 이벤트 생성 방법

Active IQ 플랫폼 인시던트 및 위험은 다음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대로 Unified Manager

이벤트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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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Active IQ 플랫폼에서 컴파일된 규칙 파일은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클러스터 AutoSupport 메시지가 매일
생성되고, Unified Manager에서 매일 이벤트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Active IQ 플랫폼 이벤트 해결

Active IQ 플랫폼 문제 및 위험은 해결을 위해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동일하므로 다른 Unified Manager 이벤트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 Fix it * 버튼을
사용하여 이러한 유형의 이벤트를 해결할 경우 몇 시간 내에 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 Active IQ 플랫폼에서 생성된 이벤트를 확인할 때 취해야 하는 조치(녹색)와 유니파이드
관리자가 수행하는 조치(검정색)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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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해결을 수행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System Manager 또는 ONTAP 명령줄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자정에만 클러스터에서 새 AutoSupport 메시지가 생성된 후에만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x it* 단추를 사용하여 반자동 해결을 수행할 때 몇 시간 내에 수정이 성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보존 설정을 구성하는 중입니다

이벤트가 자동으로 삭제되기 전에 Unified Manager 서버에 유지되는 기간(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이벤트를 보존하면 서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일반 * > * 데이터 보존 * 을 클릭합니다.

2. Data Retention * 페이지의 Event Retention 영역에서 슬라이더를 선택하고 이벤트를 보존할 개월 수로 이동한
다음 * Save * 를 클릭합니다.

Unified Manager의 유지 관리 기간은 얼마입니까

Unified Manager 유지 관리 창을 정의하여 클러스터 유지 관리를 예약하고 원치 않는 알림이
쏟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이벤트와 알림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기간이 시작되면 "Object Maintenance Window Started" 이벤트가 이벤트 관리 인벤토리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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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됩니다. 이 이벤트는 유지 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유지 관리 창에서는 해당 클러스터의 모든 개체와 관련된 이벤트가 여전히 생성되지만 UI 페이지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알림이나 다른 유형의 알림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관리 인벤토리 페이지에서 보기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유지보수 윈도우 동안 모든 스토리지 개체에 대해 생성된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작하도록 유지 관리 창을 예약하고, 예약된 유지 관리 창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변경하고, 예약된 유지 관리
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이벤트 알림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 창을 예약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노드 중 하나를 이동하기 위해 클러스터에 대해 계획된
다운타임이 있는 경우 Unified Manager 유지보수 윈도우를 예약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이벤트 및 알림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유지보수 윈도우 중에 해당 클러스터의 모든 오브젝트와 관련된 이벤트는 계속 생성되지만 이벤트 페이지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경고 또는 기타 유형의 알림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 시간에 입력하는 시간은 Unified Manager 서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클러스터 설정 * 을 클릭합니다.

2. 클러스터의 * 유지보수 모드 * 열에서 슬라이더 버튼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캘린더 창이 표시됩니다.

3. 유지 관리 창의 시작 및 종료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더 단추 옆에 "예약됨"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시작 시간에 도달하면 클러스터가 유지보수 모드로 전환되고 "Object Maintenance Window Started"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예약된 유지 관리 창 변경 또는 취소

Unified Manager 유지보수 윈도우를 향후 발생하도록 구성한 경우,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변경하거나 유지보수 윈도우 발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실행 중인 유지보수 윈도우를 취소하면 예약된 유지보수 윈도우 종료 시간 전에 클러스터 유지보수를 완료하고
클러스터에서 이벤트 및 경고를 다시 수신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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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클러스터 설정 * 을 클릭합니다.

2. 클러스터의 * 유지보수 모드 * 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원하는 작업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예약된 유지 보수 기간의 기간을 변경합니다 a. 슬라이더 단추 옆에 있는 "예약됨"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b. 시작 및/또는 종료 날짜와 시간을 변경하고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활성 유지 관리 창의 길이를 확장합니다 a. 슬라이더 단추 옆에 있는 "Active(활성)"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b. 종료 날짜 및 시간을 변경하고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예약된 유지 관리 창을 취소합니다 슬라이더 버튼을 선택하고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활성 유지 보수 창을 취소합니다 슬라이더 버튼을 선택하고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유지보수 윈도우 중 발생한 이벤트 보기

필요한 경우 Unified Manager 유지보수 윈도우 동안 모든 스토리지 오브젝트에 대해 생성된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벤트는 유지 보수 기간이 완료되고 모든 시스템 리소스가
백업 및 실행되면 Obsolete 상태로 표시됩니다.

• 필요한 것 *

이벤트를 사용하려면 먼저 하나 이상의 유지보수 윈도우를 완료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기간 동안 발생한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이벤트 관리 인벤토리 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이벤트 * 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활성(신규 및 확인됨) 이벤트가 이벤트 관리 인벤토리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2. 보기 창에서 * 유지 관리 중에 생성된 모든 이벤트 * 옵션을 선택합니다.

모든 유지 보수 기간 세션 및 모든 클러스터에서 지난 7일 동안 트리거된 이벤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3. 단일 클러스터에 대한 여러 유지 관리 기간이 있는 경우 * Triggered Time * 캘린더 아이콘을 클릭하고 보려는 유지
관리 창 이벤트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시스템 리소스 이벤트 관리

Unified Manager에는 Unified Manager가 설치된 호스트 시스템의 리소스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부족 또는 호스트 시스템의 메모리 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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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는 UI 상단에 배너 메시지로 표시되는 관리 스테이션 이벤트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관리 스테이션 이벤트는 Unified Manager가 설치된 호스트 시스템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관리 스테이션 문제의 예로는
호스트 시스템에서 부족한 디스크 공간, Unified Manager가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 주기를 누락한 경우, 다음 컬렉션
폴링이 시작되었으므로 통계 분석의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늦게 완료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Unified Manager 이벤트 메시지와 달리 이러한 특정 관리 스테이션 경고 및 중요 이벤트는 배너 메시지에
표시됩니다.

단계

1. 관리 스테이션 이벤트 정보를 보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이벤트 세부 정보를 봅니다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면 문제에 대한 권장 솔루션이
포함된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모든 관리 스테이션 이벤트를 봅니다 a. 왼쪽 탐색 창에서 * 이벤트 관리 * 를 클릭합니다.

b. 이벤트 관리 인벤토리 페이지의 필터 창에서 소스
유형 목록에서 관리 스테이션 상자를 클릭합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벤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클러스터 및 클러스터 객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고를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상태 정의

이벤트의 상태는 적절한 수정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벤트는
New, Acknowledged, Resolved 또는 Obsolete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이벤트와 승인된 이벤트
모두 활성 이벤트로 간주됩니다.

이벤트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규 *

새 이벤트의 상태입니다.

• * 확인됨 *

사용자가 이벤트를 승인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 * 해결됨 *

해결됨으로 표시된 이벤트의 상태입니다.

• * 사용되지 않음 *

자동으로 수정되거나 이벤트의 원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의 이벤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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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이벤트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벤트의 여러 가지 상태 예

다음 예제에서는 수동 및 자동 이벤트 상태의 변화를 보여 줍니다.

이벤트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 없음 이 트리거되면 이벤트 상태는 새로 만들기 입니다. 이벤트를 확인하면 이벤트 상태가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적절한 수정 조치를 취했다면 해당 이벤트를 '해결됨’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벤트
상태가 Resolved 로 변경됩니다.

정전 때문에 Cluster Not Reachable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전원이 복구되면 클러스터가 관리자 개입 없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Cluster Not Reachable 이벤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벤트 상태가 다음 모니터링 주기에서
Obsolete로 변경됩니다.

이벤트가 Obsolete 또는 Resolved 상태인 경우 Unified Manager에서 알림을 보냅니다. 알림의 전자 메일 제목 줄 및
전자 메일 콘텐츠는 이벤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NMP 트랩에는 이벤트 상태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심각도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이벤트는 심각도 유형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즉각적인 수정 조치가 필요한 이벤트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심각 *

수정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능에 중요한 이벤트는 사용자 정의 임계값에서만 전송됩니다.

• * 오류 *

이벤트 소스가 여전히 수행되고 있지만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 * 경고 *

이벤트 소스에서 사용자가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클러스터 개체의 성능 카운터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모니터링하여 심각도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각도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으며
즉각적인 수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능 경고 이벤트는 사용자 정의, 시스템 정의 또는 동적 임계값에서 전송됩니다.

• * 정보 *

이 이벤트는 새 개체가 검색되거나 사용자 작업이 수행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객체가 삭제되거나
구성이 변경된 경우 심각도 유형 정보가 있는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정보 이벤트는 구성 변경을 감지하면 ONTAP에서 직접 전송됩니다.

20



이벤트 영향 수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이벤트는 영향 수준(인시던트, 위험, 이벤트 또는 업그레이드)과 연결되어 즉각적인 수정
조치가 필요한 이벤트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사건 *

인시던트는 클러스터에서 클라이언트에 데이터 제공을 중지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말합니다. 사고의 영향 수준이 가장 심각한 이벤트는 입니다.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위험 *

리스크는 클러스터에서 클라이언트에 데이터 제공을 중지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일련의 이벤트입니다. 위험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는 서비스 중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이벤트 *

이벤트는 스토리지 객체 및 해당 속성의 상태 또는 상태 변경입니다. 이벤트의 영향 레벨이 있는 이벤트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정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업그레이드 *

업그레이드 이벤트는 Active IQ 플랫폼에서 보고되는 특정 유형의 이벤트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문제 해결을 위해
ONTAP 소프트웨어, 노드 펌웨어 또는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보안 권장 사항)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문제를
식별합니다. 이러한 문제 중 일부에 대해 즉각적인 수정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문제로 인해
예정된 다음 유지 관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벤트 영향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벤트는 6가지 영향 영역(가용성, 용량, 구성, 성능, 보호, 및 보안)을 통해 귀하가 책임을 지는
이벤트의 유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 가용성 *

가용성 이벤트는 스토리지 객체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거나, 프로토콜 서비스가 다운되거나, 스토리지 페일오버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립니다.

• * 용량 *

용량 이벤트는 애그리게이트, 볼륨, LUN 또는 네임스페이스가 크기 임계값에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않았거나 사용자
환경에서 증가 속도가 비정상적인 경우 이를 알려줍니다.

• * 구성 *

구성 이벤트는 스토리지 객체의 검색, 삭제, 추가, 제거 또는 이름을 알려 줍니다. 구성 이벤트는 이벤트 및 정보의
심각도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 * 성능 *

성능 이벤트는 클러스터에서 리소스, 구성 또는 활동 상태에 대해 알림을 발생하므로, 모니터링되는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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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데이터 스토리지 입력 또는 검색 속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보호 *

보호 이벤트는 SnapMirror 관계, 대상 용량 문제, SnapVault 관계 문제 또는 보호 작업 관련 문제와 관련된 사고
또는 위험을 알려줍니다. 2차 볼륨 및 보호 관계를 호스팅하는 모든 ONTAP 오브젝트(특히 애그리게이트, 볼륨 및
SVM)는 보호 영향 영역에서 분류됩니다.

• * 보안 *

보안 이벤트는 에 정의된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ONTAP 클러스터,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및 볼륨의 보안
수준을 알려줍니다 "ONTAP 9에 대한 NetApp 보안 강화 가이드".

또한 이 영역에는 Active IQ 플랫폼에서 보고된 업그레이드 이벤트가 포함됩니다.

개체 상태 계산 방법

개체 상태는 현재 New 또는 Acknowledged 상태를 보유한 가장 심각한 이벤트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체 상태가 Error 인 경우 개체의 이벤트 중 하나에 오류 심각도 유형이
있습니다. 수정 조치를 취하면 이벤트 상태가 해결됨 으로 이동합니다.

동적 성능 이벤트 차트 세부 정보

동적 성능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의 시스템 진단 섹션에 경합 중인 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사용 또는 지연 시간이 가장 긴 최상위 워크로드가 나열됩니다. 성능 통계는
이벤트가 마지막으로 분석된 시간까지 성능 이벤트가 감지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차트에는 경합 중인 클러스터 구성 요소에 대한 기간별 성능 통계도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구성 요소의 사용률이 높은 워크로드를 식별하여 사용률이 낮은 구성 요소로 이동할 워크로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를 이동하면 현재 구성 요소에 대한 작업 양이 줄어들고 구성 요소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의 시간 및 날짜 범위는 이벤트가 감지되어 마지막으로 분석된 시간입니다. 활성 이벤트(새 이벤트 또는 확인된
이벤트)의 경우 마지막으로 분석된 시간이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지연 시간 및 활동 차트에는 커서를 차트 위에 놓으면 최상위 워크로드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차트 오른쪽의 워크로드
유형 메뉴를 클릭하면 Sharks, bullies, 또는 inuss 등의 이벤트 역할에 따라 워크로드를 정렬할 수 있으며 경합 중인
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지연 시간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실제 값을 예상 값과 비교하여
워크로드가 예상 지연 시간 또는 사용 범위를 벗어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ified Manager_에서 모니터링하는
워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지연 시간이 최대 편차로 정렬되면 사용자 정의 워크로드에만 지연 시간이 적용되므로 시스템 정의
워크로드가 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지연 시간이 매우 짧은 워크로드는 테이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동적 성능 임계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_ 이벤트 정의 를 참조하십시오. Unified Manager에서 워크로드의 순위를
결정하고 정렬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_ Unified Manager가 이벤트에 대한 성능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 _ 을(를) 참조하십시오.

그래프의 데이터는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분석하기 전에 24시간 동안의 성능 통계를 보여줍니다. 각 워크로드의 실제
값과 예상 값은 워크로드가 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가 감지된 후 워크로드가 이벤트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벤트 감지 시 성능 통계가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워크로드는 지연 시간의 최대
(최고) 편차별로 정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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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Manager에서는 최대 30일간 5분간 기간별 성능 및 이벤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성능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 워크로드 정렬 열 *

◦ * 지연 시간 차트 *

마지막 분석 동안 워크로드의 지연 시간에 이벤트가 미치는 영향을 표시합니다.

◦ * 구성 요소 사용 열 *

경합하는 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워크로드 사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래프에서 실제 사용량은
파란색 선입니다. 빨간색 막대는 감지 시간부터 마지막으로 분석된 시간까지 이벤트 지속 시간을 강조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_ 워크로드 성능 측정 _ 을(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경우, 네트워크 성능 통계는 클러스터 외부의 활동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 구성 요소 사용 *

QoS 정책 그룹 구성 요소에 대한 네트워크 처리, 데이터 처리 및 집계 구성 요소 또는 작업 내역(백분율)의
사용률 기록을 표시합니다. 네트워크 또는 상호 연결 구성 요소에 대한 차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통계를
가리켜 특정 시점의 사용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 * 총 쓰기 MB/s 기록 *

MetroCluster 리소스 구성 요소의 경우 MetroCluster 구성에서 파트너 클러스터로 미러링되는 모든 볼륨
워크로드의 총 쓰기 처리량(MB/sec)을 표시합니다.

◦ * 이벤트 기록 *

경합이 발생한 부품의 과거 이벤트를 나타내기 위해 빨간색 음영으로 표시된 선을 표시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이벤트의 경우 선택한 이벤트가 감지되기 전과 해결된 이후에 발생한 이벤트가 차트에 표시됩니다.

Unified Manager에서 구성 변경이 감지되었습니다

Unified Manager는 클러스터의 구성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변경이 성능 이벤트의 원인인지
또는 기여 원인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능 탐색기 페이지에 변경 이벤트 아이콘( )을
클릭하여 변경이 감지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합니다.

성능 탐색기 페이지와 워크로드 분석 페이지에서 성능 차트를 검토하여 변경 이벤트가 선택한 클러스터 개체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이벤트와 거의 동시에 변경이 감지된 경우, 변경으로 인해 이벤트
알림이 트리거되었을 수 있습니다.

Unified Manager는 정보 이벤트로 분류되는 다음 변경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 볼륨이 애그리게이트 간에 이동합니다.

Unified Manager는 이동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또는 실패했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볼륨 이동 중에 Unified

Manager가 다운된 경우, 볼륨이 백업될 때 볼륨 이동을 감지하고 해당 볼륨 이동을 위한 변경 이벤트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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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되는 하나 이상의 워크로드 변경이 포함된 QoS 정책 그룹의 처리량(MB/s 또는 IOPS) 제한

정책 그룹 제한을 변경하면 지연 시간(응답 시간)이 간헐적으로 급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책 그룹에 대한
이벤트도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며 급증으로 인한 이벤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 HA 쌍의 노드는 파트너 노드의 스토리지를 이어받거나 해당 노드를 다시 제공합니다.

Unified Manager는 테이크오버, 부분 인수 또는 반환 작업이 완료된 시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패닉이 발생한
노드가 테이크오버로 인해 Unified Manager에서 이벤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 ONTAP 업그레이드 또는 되돌리기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전 버전과 새 버전이 표시됩니다.

이벤트 및 심각도 유형 목록입니다

이벤트 목록을 사용하면 Unified Manager에서 볼 수 있는 각 이벤트의 이벤트 범주, 이벤트 이름
및 심각도 유형을 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개체 범주에 따라 사전순으로 나열됩니다.

이벤트를 집계합니다

집계 이벤트는 잠재적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집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별표(*)는 Unified Manager 이벤트로 변환된 EMS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오프라인
애그리게이트(ocumaggreg

ateStateOffline)

사고 집계 심각

집계 실패(문서 집계 실패) 사고 집계 심각

Aggregate Restricted(문서
집계 제한상태)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Aggregate

Reconstructing(ocumEvtA

ggregateRaidStateRecon

structing)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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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애그리게이트 성능
저하(document

gagregateRaidStateDegra

ded)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클라우드 계층에 부분적으로
연결
가능(ocEventCloudTierPar

tiallyReachable)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Cloud Tier

Unreachable(문서
클라우드연락할 수 없음)

위험입니다 집계 오류

애그리게이트 재배치에 대한
클라우드 계층 액세스
거부됨 *

(arlNetraCaCheckFailed)

위험입니다 집계 오류

스토리지 페일오버 중
애그리게이트 재배치에 대한
클라우드 계층 액세스가
거부됨 *

(gbNetraCaCheckFailed)

위험입니다 집계 오류

MetroCluster 집계
왼쪽(ocumEvtMetroCluste

r AggregateLeftBehind)

위험입니다 집계 오류

MetroCluster 애그리게이트
미러링 성능
저하(ocumEvtMetroCluste

r및
AggregateMirrorDegraded

)

위험입니다 집계 오류

충격 영역: 용량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애그리게이트 공간 거의
가득
참(ocumEvtAggregateNea

rlyFull)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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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전체 애그리게이트
공간(ocumEvtAggregateF

ull)

위험입니다 집계 오류

전체(ocumEvtAggregateD

aysUntilFullSoon)까지 일
집계

위험입니다 집계 오류

OverCommitted

집계(ocumEvtAggregateO

verCommitted)

위험입니다 집계 오류

거의 커밋됨 집계(문서
집계)(ocumEvtAggregateA

lmostOverCommitted)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전체 스냅숏 예비 공간
집계(ocumEvtAggregateS

napReserveFull)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애그리게이트 성장률
비정상(ocumEvtgeggateG

rowthRateAbnormal)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충격 영역: 구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검색된 애그리게이트(해당
없음)

이벤트 집계 정보

이름이 바뀐 애그리게이트
(해당 없음)

이벤트 집계 정보

삭제된 애그리게이트(해당
없음)

이벤트 노드 정보

충격 영역: 성능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애그리게이트 IOPS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애그리게이트게이트ateIops

Incident)

사고 집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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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애그리게이트 IOP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집계.ifssWarning)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애그리게이트 MB/s 심각한
임계값 침해(문서 집계
ateMbpsIncident)

사고 집계 심각

애그리게이트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집계.MbpsWarning)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지연 시간에 심각한 임계값
위반(문서 집계
atrencyIncident)

사고 집계 심각

애그리게이트 지연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집계
LatencyWarning)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사용된 총 성능 용량 위험
임계값 위반(문서 집계 성능
용량
PerfCapacityUsedIncident

)

사고 집계 심각

사용된 총 성능 용량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집계 성능
용량 사용 용량 사용 경고)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총 활용률 주요 임계값 위반
(문서 집계 활용률인시던트)

사고 집계 심각

애그리게이트 활용률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집계
활용률경고)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과도하게 사용된 임계값
침해(문서 집계
디스크OverUtilizedWarnin

g)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집계 동적 임계값 위반(문서
집계
DynamicEventWarning)

위험입니다 집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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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이벤트입니다

클러스터 이벤트는 클러스터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클러스터에서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이름,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별표(*)는 Unified Manager 이벤트로 변환된 EMS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클러스터에 스페어 디스크
부족(문서 DisksNot예비품)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 없음
(문서 클러스터연결할 수
없음)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오류

클러스터 모니터링 실패
(문서 클러스터 모니터링
실패)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클러스터 FabricPool

라이센스 용량 제한 위반
(문서
ExternalCapacityTierSpac

eFull)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NVMe - 유예 기간 시작됨 *

(nvmfGracePeriodStart)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NVMe-of Grace Period

Active *

(nvmfGracePeriodActive)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NVMe - 유예 기간 만료 *

(nvmfGracePeriodExpired

)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개체 유지 관리 창
시작됨(objectMaintenance

WindowStarted)

이벤트 클러스터 심각

개체 유지 관리 창
종료됨(objectMaintenance

WindowEnded)

이벤트 클러스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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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MetroCluster 스페어
디스크
남음(document.SpareDisk

LeftBehind)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오류

MetroCluster 자동 비계획
전환 비활성화(문서
MccAutomaticUnplanneS

witchOverDisabled)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클러스터 사용자 암호가
변경되었습니다. *

(cluster.passwd.changed)

이벤트 클러스터 정보

충격 영역: 용량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클러스터 용량 불균형
임계값 위반(문서
ConformanceNodeImbala

nceWarning)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클러스터 클라우드 계층
계획(클러스터CloudTierPla

nningWarning)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FabricPool 미러 복제
재동기화 완료 *

(awflCaResyncComplete)

이벤트 클러스터 경고

FabricPool 공간 거의 다
찼음 * (faboolNearlyFull)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오류

충격 영역: 구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추가된 노드(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정보

제거된 노드(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정보

클러스터 제거됨(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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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클러스터 추가 실패(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오류

클러스터 이름이 변경됨
(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정보

비상 EMS 수신(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심각

Critical EMS 수신 (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심각

경고 EMS 수신(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오류

오류 EMS 수신(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경고

경고 EMS 수신(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경고

디버그 EMS 수신(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경고

EMS 수신 통지(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경고

정보 EMS 수신(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경고

ONTAP EMS 이벤트는 세 가지 Unified Manager 이벤트 심각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Unified Manager 이벤트 심각도 레벨 ONTAP EMS 이벤트 심각도 수준

심각 비상 상황

심각

오류 경고

경고 오류

경고

디버그

주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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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영역: 성능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클러스터 로드 불균형
임계값 위반()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클러스터 IOPS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클러스터사고)

사고 클러스터 심각

클러스터 IOP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클러스터경고)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클러스터 MB/s 심각한
임계값 위반(문서
클러스터인시던트)

사고 클러스터 심각

클러스터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클러스터
MbpsWarning)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클러스터 동적 임계값 위반
(문서
ClusterDynamicEventWar

ning)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충격 영역: 보안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AutoSupport HTTPS 전송
비활성화됨(ocumClusterA

SUPHttpsConfiguredDisa

bled)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로그 전달 암호화되지
않음(ocumClusterAuditLo

gUnencrypted)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기본 로컬 관리자 사용(문서
클러스터 기본 관리자 사용)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FIPS 모드
비활성화(ocumClusterFips

Disabled)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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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로그인 배너 사용 안
함(ocumClusterLoginBann

erDisabled)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로그인 배너
변경됨(ocumClusterLogin

BannerChanged)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로그 전달 대상 변경됨(문서
LogForwardinationsChan

ged)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NTP 서버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ocntpServ

erNamesChanged).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NTP 서버 개수가
낮음(securityConfigNTPS

erverCountLowRisk)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클러스터 피어 통신이
암호화되지
않음(ocumClusterPeerEnc

ryptionDisabled)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SSH가 안전하지 않은
암호(ClusterSSHInsecure)

를 사용 중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텔넷 프로토콜
사용(ocumClusterTelnetE

nabled)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일부 ONTAP 사용자 계정의
암호는 덜 안전한 MD5 해시
기능(ocument

ClusterMD5PasswordHas

hUsed)을 사용합니다.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클러스터가 자체 서명된
인증서(ocumClusterSelfSi

gnedCertificate)를
사용합니다.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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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클러스터 원격 셸이
활성화됨(문서 클러스터
비활성화됨)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디스크 이벤트입니다

디스크 이벤트는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스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플래시 디스크 - 스페어
블록이 거의 사용됨(문서
클러스터
FlashDiskFewerSpareBlo

ckError)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오류

플래시 디스크 - 스페어 블록
없음(doctClusterFlashDisk

NoSpareBlockCritical)

사고 클러스터 심각

할당되지 않은 일부
디스크(ocumEvtClusterUn

assignedDisksome)

위험입니다 클러스터 경고

일부 실패한 디스크(문서
DisksSomeFailed)

사고 클러스터 심각

엔클로저 이벤트

엔클로저 이벤트는 데이터 센터에서 디스크 쉘프 엔클로저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디스크 쉘프 팬 실패(문서
쉘프 팬 실패)

사고 스토리지 쉘프 심각

33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디스크 쉘프 전원 공급 장치
실패(문서 쉘프
PowerSupplyFailed)

사고 스토리지 쉘프 심각

디스크 쉘프 다중 경로가
구성되지 않음(문서
DiskShelf

ConnectivityNotInMultiPat

h)

이 이벤트는 다음 항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
있는 클러스터

• FAS2554, FAS2552,

FAS2520 및
FAS2240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디스크 쉘프 경로 오류(문서
디스크 쉘프 연결경로 장애)

위험입니다 스토리지 쉘프 경고

충격 영역: 구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검색된 디스크 쉘프(해당
없음)

이벤트 노드 정보

디스크 쉘프 제거됨(해당
없음)

이벤트 노드 정보

팬 이벤트

팬 이벤트는 데이터 센터의 노드에 있는 상태 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하나 이상의 팬 실패(문서
FansOneOrMoreFailed)

사고 노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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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카드 이벤트입니다

플래시 카드 이벤트는 잠재적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의 노드에 설치된 플래시
카드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오프라인 플래시
카드(ocumEvtFlashCardO

ffline)

사고 노드 심각

inode 이벤트입니다

inode 이벤트는 inode가 꽉 찼거나 거의 꽉 찼을 때 정보를 제공하므로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충격 영역: 용량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inode가 거의 꽉 참(문서
없음 - 전체)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Inode Full(문서 없음) 위험입니다 볼륨 오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LIF) 이벤트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벤트는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인터페이스(LIF)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상태
작동
중지(ocumEvtLifStatusDo

wn)

위험입니다 인터페이스 오류

FC/FCoE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상태 다운(문서
FCLifStatusDown)

위험입니다 인터페이스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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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애
조치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문서:

LiftFailoverNotPosable).

위험입니다 인터페이스 경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홈
포트에 없음(문서 번호:

EvtLifNotAtHomePort)

위험입니다 인터페이스 경고

충격 영역: 구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경로가
구성되지 않음(해당 없음)

이벤트 인터페이스 정보

충격 영역: 성능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MB/s

심각한 임계값 위반(문서
네트워크 수명 장애)

사고 인터페이스 심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네트워크 수명 경고)

위험입니다 인터페이스 경고

F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MB/s 심각한 임계값 위반
(문서 FcpLifmbpsIncident)

사고 인터페이스 심각

F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MB/s 경고 임계값 위반
(문서 수명경고)

위험입니다 인터페이스 경고

NVMf F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MB/s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NvmfcLifmpsIncident)

사고 인터페이스 심각

NVMf F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NvmfcLifmpsWarning)

위험입니다 인터페이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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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 이벤트입니다

LUN 이벤트는 잠재적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LUN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별표(*)는 Unified Manager 이벤트로 변환된 EMS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LUN

오프라인(documartLunOffli

ne)

사고 LUN을 클릭합니다 심각

LUN 제거 * (lunDestroy) 이벤트 LUN을 클릭합니다 정보

igroup에서 지원되지 않는
운영 체제와 매핑된
LUN(i.UnsupportedOsTyp

e)

사고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LUN 액세스를 위한 단일
활성
경로(doctLunSingleActive

Path)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LUN에 액세스할 수 있는
활성 경로 없음(문서
LunNotReachable)

사고 LUN을 클릭합니다 심각

LUN에 액세스하기 위한
최적화된 경로 없음(문서
LunOptimizedPathInactive

)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HA 파트너의 LUN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로 없음
(문서,룬하파비활성)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HA 쌍 중 한 노드에서
LUN에 액세스하는 경로가
없음(ocumuntLunNodePat

hStatusDown)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오류

충격 영역: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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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LUN 스냅샷 복사본을 위한
공간 부족(Documents

LunSnapshotNotPosable)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충격 영역: 구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igroup에서 지원되지 않는
운영 체제와 매핑된
LUN(i.UnsupportedOsTyp

e)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충격 영역: 성능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LUN IOPS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및 장애)

사고 LUN을 클릭합니다 심각

LUN IOP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경고)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LUN MB/s 심각한 임계값
위반(문서
LunMbpsIncident)

사고 LUN을 클릭합니다 심각

LUN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LunMbpsWarning)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LUN 지연 시간 ms/op 중요
임계값
위반(LunocatencyIncident)

사고 LUN을 클릭합니다 심각

LUN 지연 시간 ms/op 경고
임계값
위반(LunocatencyWarning

)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LUN 지연 시간 및 IOPS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LatrencyIsopsIncident)

사고 LUN을 클릭합니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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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LUN 지연 시간 및 IOP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라트encyIsopsWarning)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LUN 지연 시간 및 MB/s

심각한 임계값 위반(문서
LunLatencyMbpsIncident)

사고 LUN을 클릭합니다 심각

LUN 지연 시간 및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LunLatencyMbpsWarning)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LUN 지연 시간 및 총 성능
용량 사용된 위험 임계값
위반(문서
LunLatencyAggregatePerf

CapacityUsedIncident)

사고 LUN을 클릭합니다 심각

LUN 지연 시간 및 집계 성능
사용된 용량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LunLatencyAggregatePerf

CapacityUsedWarning)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LUN 지연 시간 및
애그리게이트 활용률 주요
임계값
위반(LunocatencyAggrega

teUtilationIncident)

사고 LUN을 클릭합니다 심각

LUN 지연 및 애그리게이트
활용률 경고 임계값
위반(LunocatencyAggrega

teUtilationWarning)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LUN 지연 시간 및 노드 성능
용량 사용 심각한 임계값
위반(문서
LunatencyNodePerfCapa

cityUsedIncident)

사고 LUN을 클릭합니다 심각

LUN 지연 시간 및 노드 성능
사용된 용량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LunatencyNodePerfCapa

cityUsedWarning)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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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LUN 지연 시간 및 노드 성능
용량 사용 - 테이크오버가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LunLatencyAggregatePerf

CapacityUsedTakeoverIn

cident)

사고 LUN을 클릭합니다 심각

사용된 LUN 지연 시간 및
노드 성능 용량 - 테이크오버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LunLatencyAggregatePerf

CapacityUsedTakeoverW

arning)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LUN 지연 시간 및 노드
활용률 주요 임계값
위반(LunocrencyNodeUtil

ationIncident)

사고 LUN을 클릭합니다 심각

LUN 지연 및 노드 활용률
경고 임계값
위반(LunocrencyNodeUtil

ationWarning)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QoS LUN 최대 IOP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QosLunMaxIopsWarning)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QoS LUN 최대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QosLunMaxMbpsWarning

)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워크로드 LUN 지연 임계값
성능 서비스 수준 정책에
정의된 위반(문서
ConformanceLatencyWar

ning)

위험입니다 LUN을 클릭합니다 경고

관리 스테이션 이벤트입니다

관리 스테이션 이벤트는 Unified Manager가 설치된 서버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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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영역: 구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관리 서버 디스크 공간이
거의 찼습니다(문서
UnifiedManagerDiskSpac

eNearlyFull).

위험입니다 관리 스테이션 경고

관리 서버 디스크 공간이
가득 참(문서
UnifiedManagerDiskSpac

eFull)

사고 관리 스테이션 심각

메모리 부족 관리 서버(문서
UnifiedManagerMemoryL

ow)

위험입니다 관리 스테이션 경고

관리 서버의 메모리가 거의
부족합니다(문서
UnifiedManagerMemoryAl

mostOut).

사고 관리 스테이션 심각

MySQL 로그 파일 크기
증가, 다시 시작 필요(문서
MysqlLogFileSizeWarning

)

사고 관리 스테이션 경고

총 감사 로그 크기 할당이
가득 찼습니다

위험입니다 관리 스테이션 경고

Syslog Server 인증서가 곧
만료됩니다

위험입니다 관리 스테이션 경고

Syslog 서버 인증서가
만료되었습니다

위험입니다 관리 스테이션 오류

감사 로그 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위험입니다 관리 스테이션 경고

감사 로그 파일이
삭제되었습니다

위험입니다 관리 스테이션 경고

Syslog 서버 연결
오류입니다

위험입니다 관리 스테이션 오류

Syslog 서버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벤트 관리 스테이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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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영역: 성능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성능 데이터 분석이 영향을
받음(documtUnifiedManag

erDataMissingAnalyze)

위험입니다 관리 스테이션 경고

성능 데이터 수집이 영향을
받음(document.UnifiedMa

nagerDataMissingCollecti

on)

사고 관리 스테이션 심각

이 마지막 2가지 성능 이벤트는 Unified Manager 7.2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중 하나가
새 상태에 있는 경우, 새 버전의 Unified Manager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면 이벤트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벤트를 수동으로 Resolved 상태로 이동해야 합니다.

MetroCluster 브리지 이벤트입니다

MetroCluster 브리지 이벤트는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브리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Bridge Unreachable(문서
BridgeUnreachable)

사고 MetroCluster 브리지 심각

브리지 온도 비정상(문서
BridgeTemperatureAbnor

mal)

사고 MetroCluster 브리지 심각

MetroCluster 연결 이벤트입니다

연결 이벤트는 잠재적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MetroCluster 구성에서 클러스터 구성
요소와 클러스터 간 연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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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모든 스위치 간 링크
다운(document

tMetroClusterTM

AllISLBetweenSwitchesD

own)

사고 MetroCluster 스위치 간
연결

심각

MetroCluster 파트너 간의
모든 링크
다운(document.MetroClust

erTM-

AllLinksBetweenPartners

Down)

사고 MetroCluster 관계 심각

FC-SAS 브리지와 스토리지
스택 연결 연결 해제(문서
BridgeSasPortDown)

사고 MetroCluster 브리지 스택
연결

심각

MetroCluster 구성이
전환됨(문서 MetroCluster

MetroCluster

MetroCluster에 영향을
받음)

위험입니다 MetroCluster 관계 경고

MetroCluster 구성이
부분적으로
전환됨(documptMetroClus

ter

MetroCluster소프트웨어
영향받음)

위험입니다 MetroCluster 관계 오류

영향을 받는 MetroCluster

재해 복구 기능(문서
MetroCluster

MetroCluster

MetroCluster: 영향 받음)

위험입니다 MetroCluster 관계 심각

피어링 네트워크를 통해
MetroCluster 파트너에게
연결할 수
없음(doctMetroCluster소프
트웨어
파트너스NotReachableOv

erPeeringNetwork)

사고 MetroCluster 관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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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노드에서 FC 스위치까지
모든 FC-VI 상호 연결 링크
다운(문서
MccNodeSwitchFcviLinks

Down)

사고 MetroCluster 노드 스위치
연결

심각

노드-FC 스위치 하나 이상의
FC-이니시에이터 링크
다운(문서
EvtMccNodeSwitchFcLink

sOneOrMoreDown)

위험입니다 MetroCluster 노드 스위치
연결

경고

노드에서 FC 스위치로 모든
FC Initiator 링크 다운(문서
MccNodeSwitchFcLinksD

own)

사고 MetroCluster 노드 스위치
연결

심각

FC-SAS 브리지 FC 링크로
전환 다운됨(문서
MccSwitchBridgeFcLinks

Down)

사고 MetroCluster 스위치
브리지 연결

심각

노드 간 모든 FC VI 상호
연결 링크 다운(문서
MccInterNodeLinksDown)

사고 노드 간 연결입니다 심각

노드 간 하나 이상의 FC VI

상호 연결 링크
다운(document

MccInterNodeLinksOneOr

MoreDown)

위험입니다 노드 간 연결입니다 경고

노드-브리지 링크 다운(

문서:EvtMccNodeBridgeLi

nksDown)

사고 노드 브리지 연결 심각

노드에서 스토리지까지 모든
SAS 링크 다운(문서
MccNodeStackLinksDown

)

사고 노드 스택 연결 심각

스토리지 스택에 대한 노드
하나 이상의 SAS 링크
다운(문서
MccNodeStackLinksOne

OrMoreDown)

위험입니다 노드 스택 연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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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luster 스위치 이벤트입니다

MetroCluster 스위치 이벤트는 잠재적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MetroCluster 스위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스위치 온도
비정상(ocumEvtSwitchTe

mperatureAbnormal)

사고 MetroCluster 스위치 심각

스위치에 연결할 수 없음
(문서 SwitchUnreachable)

사고 MetroCluster 스위치 심각

팬 전환 실패(문서 교환
OneOrMoreFailed)

사고 MetroCluster 스위치 심각

전원 공급 장치 전환 실패
(문서
SwitchPowerSuppliesOne

OrMoreFailed)

사고 MetroCluster 스위치 심각

스위치 온도 센서 실패(문서
SwitchTemperatureSenso

rFailed)

이 이벤트는
Cisco

스위치에만
적용됩니다.

사고 MetroCluster 스위치 심각

NVMe 네임스페이스 이벤트입니다

NVMe 네임스페이스 이벤트는 잠재적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네임스페이스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별표(*)는 Unified Manager 이벤트로 변환된 EMS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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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NVMeNS 오프라인 *

(nvmeNamespaceStatus

Offline)

이벤트 네임스페이스 정보

NVMeNS 온라인 *

(nvmeNamespaceStatus

Online)

이벤트 네임스페이스 정보

스페이스 * 의
NVMeNS(nvmeNamespa

ceOutOfSpace)

위험입니다 네임스페이스 경고

NVMeNS Destroy *

(nvmeNamespaceDestroy

)

이벤트 네임스페이스 정보

충격 영역: 성능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NVMe 네임스페이스 IOPS

주요 임계값 위반(문서
NvmeNamespaceIopsInci

dent)

사고 네임스페이스 심각

NVMe 네임스페이스 IOP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NvmeNamespaceIopsWar

ning)

위험입니다 네임스페이스 경고

NVMe 네임스페이스 MB/s

심각한 임계값 위반(문서
NvmeNamespaceMbpsIn

cident)

사고 네임스페이스 심각

NVMe 네임스페이스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NvmeNamespaceMbpsW

arning)

위험입니다 네임스페이스 경고

NVMe 네임스페이스 지연
시간 ms/op 중요 임계값
위반(ocumNmeNamespac

eLatencyIncident)

사고 네임스페이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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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NVMe 네임스페이스 지연
시간 ms/op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NvmeNamespaceLatency

Warning)

위험입니다 네임스페이스 경고

NVMe 네임스페이스 지연
시간 및 IOPS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NvmeNamespaceLatency

IsopsIncident)

사고 네임스페이스 심각

NVMe 네임스페이스 지연
및 IOPS 경고 임계값 위반
(문서
NvmeNamespaceLatency

IsopsWarning)

위험입니다 네임스페이스 경고

NVMe 네임스페이스 지연
시간 및 MB/s 심각한 임계값
위반(문서
NvmeNamespaceLatency

MbpsIncident)

사고 네임스페이스 심각

NVMe 네임스페이스 지연
및 MB/s 경고 임계값 위반
(문서
NvmeNamespaceLatency

MbpsWarning)

위험입니다 네임스페이스 경고

노드 이벤트입니다

노드 이벤트는 잠재적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노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별표(*)는 Unified Manager 이벤트로 변환된 EMS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노드 루트 볼륨 공간이 거의
가득 참(Documents

ClusterNodeRootVolume

SpaceNearlyFull)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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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Cloud AWS

MetaDataConnFail *

(ocumCloudawsMetadata

ConnFail)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Cloud AWS

IAMCredsExpired *

(CloudocumsIamCredsEx

pired)(클라우드 AWS

IAMCredsExpired)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Cloud AWS

IAMCredsInvalid *

(CloudocumsIamCredsInv

alid)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Cloud AWS

IAMCredsNotFound *

(ocumCloudAwsIamCreds

NotFound)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Cloud AWS

IAMCredsNotInitialized *

(ocumCloudsIamCredsNo

tInitialized)

이벤트 노드 정보

Cloud AWS

IAMRoleInvalid *

(CloudocumeIamRoleInva

lid)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Cloud AWS

IAMRoleNotFound *

(ocumCloudAwsIamRole

NotFound)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클라우드 계층 호스트
해결할 수 없음 * (문서
ObjstoreHostUnresolable)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클라우드 계층 간 클러스터
LIF 다운 *

(ocumobstoreInterCluster

Lif다운)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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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NFSv4 풀 중 하나가 소진됨
*

(nbladeNfsv4PoolEXhaust

)

사고 노드 심각

요청 불일치 클라우드 계층
서명 *

(osSignatureMismatch)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충격 영역: 용량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QoS 모니터 메모리 최대 *

(ocQosMonitorMemoryMa

xed)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QoS 모니터 메모리 abated

* (문서
QosMonitorMemoryAbate

d)

이벤트 노드 정보

충격 영역: 구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노드 이름 변경됨(해당 없음) 이벤트 노드 정보

충격 영역: 성능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노드 IOPS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노드인시던트)

사고 노드 심각

노드 IOP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노드 경고)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노드 MB/s 심각한 임계값
위반(문서 노드
MbpsIncident)

사고 노드 심각

노드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노드
MbpsWarning)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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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노드 지연 시간 ms/op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노드
LatencyIncident)

사고 노드 심각

노드 지연 ms/op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LatencyWarning)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노드 성능 용량 사용된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성능 용량
UsedIncident)

사고 노드 심각

사용된 노드 성능 용량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성능 용량
UsedWarning)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사용된 노드 성능 용량 -

테이크오버가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성능 용량
성능용량
UsedTakeOverIncident)

사고 노드 심각

사용된 노드 성능 용량 -

조건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PerfCapacityUsedTakeOv

erWarning)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노드 활용률 주요 임계값
위반(ocumNodeUtilationIn

cident)

사고 노드 심각

노드 활용률 경고 임계값
위반(ocumNodeUtilization

Warning)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노드 HA Pair 과도하게
사용된 임계값 침해(문서
노드
HaairOverUtilizedInformat

ion)

이벤트 노드 정보

노드 디스크 조각 모음
임계값
위반(documentDiskFragm

entationWarning)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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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사용된 성능 임계값 위반
(문서 오버유틸리티경고)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노드 동적 임계값 위반(문서
노드
DynamicEventWarning)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충격 영역: 보안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권고 ID: NTAP - <Advisory

ID>(문서)

위험입니다 노드 심각

NVRAM 배터리 이벤트입니다

NVRAM 배터리 이벤트는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배터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NVRAM 배터리 부족(문서
번호: NvramBatteryLow)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NVRAM 배터리 방전(문서
번호: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NVRAM 배터리가 과도하게
충전됨(문서 번호:

NvramBatteryOverChared

)

사고 노드 심각

포트 이벤트입니다

포트 이벤트는 클러스터 포트에 대한 상태를 제공하므로 포트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같이
포트의 변경 또는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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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포트 상태
다운(ocumEvtPortStatusD

own)

사고 노드 심각

충격 영역: 성능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네트워크 포트 MB/s 심각한
임계값 위반(문서 네트워크
포트인시던트)

사고 포트 심각

네트워크 포트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네트워크
포트 MbpsWarning)

위험입니다 포트 경고

FCP 포트 MB/s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FcpPortMbpsIncident)

사고 포트 심각

FCP 포트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FcpPortMbpsWarning)

위험입니다 포트 경고

네트워크 포트 활용률 주요
임계값 위반(문서
네트워크활용도 유틸리티
인시던트)

사고 포트 심각

네트워크 포트 사용률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네트워크활용도 경고)

위험입니다 포트 경고

FCP 포트 활용률 주요
임계값 위반(문서
FcpPortUtilizationIncident)

사고 포트 심각

FCP 포트 활용률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FcpPortUtilizationWarning

)

위험입니다 포트 경고

전원 공급 장치 이벤트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 이벤트는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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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하나 이상의 전원 공급 장치
실패(문서
PowerSupplyOneOrMore

Failed)

사고 노드 심각

보호 이벤트

보호 이벤트는 작업이 실패했거나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알려 사용자가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충격 영역: 보호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보호 작업 실패(문서
보호작업 실패)

사고 볼륨 또는 스토리지 서비스 심각

보호 작업이 중단됨(문서
보호작업 중단됨)

위험입니다 볼륨 또는 스토리지 서비스 경고

Qtree 이벤트

Qtree 이벤트에서는 qtree 용량 및 파일/디스크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잠재적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충격 영역: 용량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qtree 공간이 거의 가득 참
(문서:QtreeSpaceNearlyF

ull)

위험입니다 qtree입니다 경고

Qtree 공간 가득 참(문서
QtreeSpaceFull)

위험입니다 qtree입니다 오류

qtree 공간
정상(ocumEvtQtreeSpace

ThresholdOk)

이벤트 qtree입니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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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Qtree 파일 하드 제한값에
도달함(문서:문서:파일 하드
제한다시 참조)

사고 qtree입니다 심각

Qtree 파일 소프트 제한값
위반(doctQtreeFilesSoftLi

mitBached)

위험입니다 qtree입니다 경고

Qtree 공간 하드 제한값에
도달함(문서:문서:공간 하드
제한재분리)

사고 qtree입니다 심각

Qtree 공간 소프트 제한값
위반(문서:문서 공간
스페이스바 제한도달됨)

위험입니다 qtree입니다 경고

서비스 프로세서 이벤트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서 이벤트는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서가 구성되지
않음(문서
서비스프로세서구성 안 됨)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서비스 프로세서
오프라인(ocumEvtService

ProcessorOffline)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SnapMirror 관계 이벤트입니다

SnapMirror 관계 이벤트는 비동기식 및 동기식 SnapMirror 관계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적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식 SnapMirror 관계 이벤트는 스토리지 VM 및
볼륨 모두에 대해 생성되지만 동기식 SnapMirror 관계 이벤트는 볼륨 관계에 대해서만
생성됩니다. 스토리지 VM 재해 복구 관계의 일부인 구성요소 볼륨에 대해 생성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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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영역: 보호

별표(*)는 Unified Manager 이벤트로 변환된 EMS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SnapMirror 관계 이벤트는 스토리지 VM 재해 복구로 보호되는 스토리지 VM에 대해 생성되지만
구성요소 개체 관계에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미러 복제 비정상(문서
Snap미러로RelationshipU

nHealthy)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경고

미러 복제 부분
해제(ocumEvtSnap미러로
RelationshipStateBrokeno

ff)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미러 복제 초기화
실패(ocumEvtSnap미러로
RelationshipInitializeFaile

d)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미러 복제 업데이트
실패(ocumEvtSnap미러로
RelationshipUpdateFailed

)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미러 복제 지연 오류(문서1

SnapMirror

RelationshipLagError)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미러 복제 지연 경고(문서
SnapMirror

RelationshipLagWarning)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경고

미러 복제 재동기화 실패
(문서 Snap

미러란RelationshipResync

Failed)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동기식 복제 동기화 중단 *

(syncSnap미러로Relations

hipOutofsync)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경고

동기식 복제 복구 *

(syncSnap미러로Relations

hipInSync)

이벤트 SnapMirror 관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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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동기 복제 자동 재동기화
실패 * (syncSnap

미러로RelationshipAutoSy

ncRetryFailed)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비동기식 미러 및 볼트 관계 이벤트입니다

비동기식 미러 및 볼트 관계 이벤트는 비동기식 SnapMirror 및 볼트 관계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볼륨 및 스토리지 VM 보호 관계 모두에
대해 비동기식 미러 및 볼트 관계 이벤트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저장소 VM 재해 복구에는 볼트
관계만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충격 영역: 보호

또한 스토리지 VM 재해 복구에서 보호되지만 구성요소 오브젝트 관계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스토리지
VM에 대해 SnapMirror 및 Vault 관계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비동기 미러와 볼트가
비정상(문서 대칭 복사됨
RelationshipUnhealthy)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경고

비동기 미러 및 볼트 연결이
끊어짐(문서:EvtMirrorVault

RelationshipStateBrokeno

ff)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비동기 미러 및 볼트 초기화
실패(문서 대칭 복사
VaultRelationshipInitialize

Failed)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비동기 미러 및 볼트
업데이트 실패(문서 대칭
복사.

RelationshipUpdateFailed

)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비동기 미러 및 볼트 지연
오류(문서 대칭 복사.

RelationshipLagError)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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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비동기 미러 및 볼트 지연
경고(문서 대칭 복사.

RelationshipLagWarning)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경고

비동기 미러 및 볼트
재동기화 실패(문서 대칭
복사.

RelationshipResyncFailed

)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SnapMirror 업데이트 실패" 이벤트가 Active IQ 포털(Config Advisor)에 의해 발생합니다.

스냅샷 이벤트

스냅샷 이벤트는 스냅샷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냅샷을 모니터링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이름,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스냅샷 자동 삭제 사용 안
함(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스냅샷 자동 삭제 사용(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스냅샷 자동 삭제 구성
수정됨(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SnapVault 관계 이벤트입니다

SnapVault 관계 이벤트는 잠재적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SnapVault 관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충격 영역: 보호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비동기 볼트 비정상(문서
SnapVaultRelationshipUn

Healthy)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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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비동기 볼트 끊어진
부분(document

SnapVaultRelationshipSta

teBrokenoff)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비동기 볼트 초기화 실패
(문서
SnapVaultRelationshipIniti

alizeFailed)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비동기 볼트 업데이트 실패
(문서
SnapVaultRelationshipUp

dateFailed)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비동기 볼트 지연
오류(ocumEvtSnapVaultR

elationshipLagError)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비동기 볼트 지연 경고(문서
SnapCenter

VaultRelationshipLagWar

ning)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경고

비동기 볼트 재동기화 실패
(문서
SnapvaultRelationshipRe

syncFailed)

위험입니다 SnapMirror 관계 오류

스토리지 페일오버 설정 이벤트입니다

SFO(Storage Failover) 설정 이벤트는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
페일오버가 비활성화되었는지 구성되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스토리지 페일오버 상호
연결 하나 이상의 링크
다운(EvtSpoInterconnectO

neOrMoreLinksDown)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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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스토리지 장애 조치
비활성화됨(문서 클릭 설정
비활성화됨)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저장소 장애 조치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문서
SfingSettingsNotConfiged

).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스토리지 페일오버 상태 -

테이크오버가(Document

SfocStateTakeover)

위험입니다 노드 경고

스토리지 페일오버 상태 -

부분 기브백(문서 반론
파티션)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스토리지 페일오버 노드
상태
다운(ocumotSfodeStatusD

own)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스토리지 페일오버
테이크오버가 가능하지
않음(문서 중 테이크오버가
불가함)

위험입니다 노드 오류

스토리지 서비스 이벤트입니다

스토리지 서비스 이벤트는 잠재적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 서비스의 생성 및
구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충격 영역: 구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스토리지 서비스 생성됨
(해당 없음)

이벤트 스토리지 서비스 정보

스토리지 서비스 가입됨
(해당 없음)

이벤트 스토리지 서비스 정보

스토리지 서비스 구독
취소됨(해당 없음)

이벤트 스토리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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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영역: 보호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관리 SnapMirror

RelationshipocumEvtStor

ageServiceUnsupportedR

elationshipDeletion 의
예기치 않은 삭제

위험입니다 스토리지 서비스 경고

스토리지 서비스 구성원
볼륨의 예기치 않은
삭제(doctStorageServiceU

nexpectedVolumeDeletion

)

사고 스토리지 서비스 심각

스토리지 쉘프 이벤트

스토리지 쉘프 이벤트는 스토리지 쉘프가 비정상적인지 여부를 알려므로 잠재적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비정상 전압
범위(ocumEvtShortVoltag

eAbnormal)

위험입니다 스토리지 쉘프 경고

비정상 전류
범위(ocumEvttCurrentAbn

ormal)

위험입니다 스토리지 쉘프 경고

비정상 온도(문서 쉘프
템플릿\n정보)

위험입니다 스토리지 쉘프 경고

스토리지 VM 이벤트입니다

스토리지 VM(SVM이라고도 함) 이벤트는 스토리지 VM(SVM)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별표(*)는 Unified Manager 이벤트로 변환된 EMS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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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SVM CIFS 서비스 중단
(문서
VserverCifsServiceStatus

Down)

사고 SVM 심각

SVM CIFS 서비스가
구성되지 않음(해당 없음)

이벤트 SVM 정보

존재하지 않는 CIFS 공유 *

연결
시도(nbladeCifsNoPrivSha

re)

사고 SVM 심각

CIFS NetBIOS 이름 충돌 *

(nbladeCifsNbNameConfli

ct)

위험입니다 SVM 오류

CIFS 섀도우 복제본 작업
실패 *

(cifsShadowCopyFailure)

위험입니다 SVM 오류

많은 CIFS 연결 *

(nbladeCifsManyAuhs)

위험입니다 SVM 오류

최대 CIFS 연결이
초과되었습니다 *

(nbladeCifsMaxOpenSam

eFile)

위험입니다 SVM 오류

사용자당 최대 CIFS 연결 수
초과 *

(nbladeCifsMaxSessPerU

srConn)

위험입니다 SVM 오류

SVM FC/FCoE 서비스
중단(문서
VserverFcServiceStatusD

own)

사고 SVM 심각

SVM iSCSI 서비스 중단
(문서
VserverIscsiServiceStatus

Down)

사고 SVM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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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SVM NFS 서비스
중지(ocumEvtVserverNfsS

erviceStatusDown)

사고 SVM 심각

SVM FC/FCoE 서비스가
구성되지 않음(해당 없음)

이벤트 SVM 정보

SVM iSCSI 서비스가
구성되지 않음(해당 없음)

이벤트 SVM 정보

SVM NFS 서비스가
구성되지 않음(해당 없음)

이벤트 SVM 정보

SVM

중지됨(ocumvserverDown

)

위험입니다 SVM 경고

AV 서버 사용 중(Too Busy

to Accept New Scan

Request) *

(nbladvscanConnBackPre

ssure)

위험입니다 SVM 오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AV

서버 연결 없음 *

(nbladeVscanNoScanner

Conn)

사고 SVM 심각

등록된 AV 서버 없음 *

(nbladeVscanNoRegdSca

nner)

위험입니다 SVM 오류

무응답 AV 서버 연결 *

(nbladeVscanConnInactiv

e)

이벤트 SVM 정보

AV 서버 무단 사용자 시도 *

(nbladvscanBadUserPrivA

ccess)

위험입니다 SVM 오류

AV 서버에서 바이러스 발견
*

(nbladvscanVirusDetected

)

위험입니다 SVM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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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영역: 구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SVM 발견됨(해당 없음) 이벤트 SVM 정보

SVM 삭제됨(해당 없음) 이벤트 클러스터 정보

이름이 바뀐 SVM(해당
없음)

이벤트 SVM 정보

충격 영역: 성능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SVM IOPS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vmIopsIncident)

사고 SVM 심각

SVM IOP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vmIopsWarning)

위험입니다 SVM 경고

SVM MB/s 심각한 임계값
위반(문서
vmMbpsIncident)

사고 SVM 심각

SVM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vmMbpsWarning)

위험입니다 SVM 경고

SVM 지연 시간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vmLatencyIncident)

사고 SVM 심각

SVM 지연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SSmLatencyWarning)

위험입니다 SVM 경고

충격 영역: 보안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감사 로그
비활성화(ocumVserverAud

itLogDisabled)

위험입니다 SVM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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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로그인 배너
비활성화됨(ocumVserverL

oginBannerDisabled)

위험입니다 SVM 경고

SSH가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ocumVserverSSHI

nsecure)를 사용 중

위험입니다 SVM 경고

로그인 배너
변경됨(ocumVserverLogin

BannerChanged)

위험입니다 SVM 경고

스토리지 VM의 랜섬웨어
방지 모니터링이
비활성화됨(Antansomware

SvmStateDisabled)

위험입니다 SVM 경고

스토리지 VM의 랜섬웨어
방지 모니터링이 활성화됨
(학습
모드)(antiRansomwareSv

mStateDryrun)

이벤트 SVM 정보

랜섬웨어 방지 모니터링에
적합한 스토리지 VM(학습
모드)(ocumEvtSvmArwCa

niddate)

이벤트 SVM 정보

사용자 및 그룹 할당량 이벤트입니다

사용자 및 그룹 할당량 이벤트는 잠재적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
할당량의 용량 및 파일 및 디스크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충격 영역: 용량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 할당량
디스크 공간 소프트 제한값
위반(문서
EvtUserOrGroupQuotaDis

kSpaceSoftLimitBreached

)

위험입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 할당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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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 할당량
디스크 공간 하드 제한값에
도달함(문서
EvtUserOrGroupQuotaDis

kSpaceHardLimitReached

)

사고 사용자 또는 그룹 할당량 심각

사용자 또는 그룹 할당량
파일 개수 소프트 제한값
위반(documtUserOrGroup

QuotaFileCountSoftLimitB

reached)

위험입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 할당량 경고

사용자 또는 그룹 할당량
파일 개수의 하드 제한값에
도달했습니다(문서
EvtUserOrGroupQuotaFil

eCountHardLimitReached

).

사고 사용자 또는 그룹 할당량 심각

볼륨 이벤트

볼륨 이벤트는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볼륨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이름,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별표(*)는 Unified Manager 이벤트로 변환된 EMS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영향 영역: 가용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볼륨 제한(문서 볼륨 제한)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오프라인(documVolumeOf

fline)

사고 볼륨 심각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한
볼륨(문서 볼륨
PartiallyAvailable)

위험입니다 볼륨 오류

볼륨 마운트 해제됨(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마운트된 볼륨(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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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볼륨 다시 마운트(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Volume Junction Path

Inactive(문서
JunctVolumeJunctionPath

Inactive)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자동 크기 사용(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Volume Autosize(볼륨
자동 크기) - Disabled(사용
안 함)(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볼륨 자동 크기 최대 용량
수정됨(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볼륨 자동 크기 증분 크기
수정됨(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충격 영역: 용량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씬 프로비저닝된 볼륨 공간
위험(ocumThinProvisionV

olumeSpaceAtRisk)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공간이 가득 참(문서
볼륨 전체)

위험입니다 볼륨 오류

볼륨 공간이 거의 가득 참
(문서 볼륨 NearlyFull)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Volume Logical Space

Full *

(volumeLogicalSpaceFull)

위험입니다 볼륨 오류

볼륨 논리적 공간이 거의
가득 참 *

(volumeLogicalSpaceNea

rlyFull)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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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볼륨 논리적 공간 정상 *

(volumeLogicalSpaceAllO

K)

이벤트 볼륨 정보

볼륨 스냅숏 예비 공간 가득
참(문서 스냅샷전체)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Snapshot 복사본이 너무
많음(문서 스냅샷모든)

위험입니다 볼륨 오류

볼륨 Qtree 할당량이
커밋됨(문서 볼륨
QtreeQuotaOverCommitte

d)

위험입니다 볼륨 오류

볼륨 Qtree 할당량이 거의
커밋됨(documotVolumeQt

reeQuotaAlmostOverCom

mitted)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용적 증가율
비정상(ocumVolumeGrowt

hRateAbnormal)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가득 차기까지 남은 볼륨 일
수(ocumVolumeDaysUntil

FullSoon)

위험입니다 볼륨 오류

볼륨 공간 보장 비활성화됨
(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볼륨 공간 보장 사용(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볼륨 공간 보장 수정됨(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볼륨 스냅숏 예비 기간(

전체(Documents

VolumeSnapshotReserve

DaysUntilFullSoon)

위험입니다 볼륨 오류

FlexGroup 구성 요소 공간
문제 *

(flexGroupConstitutsHave

SpaceIssues)

위험입니다 볼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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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FlexGroup 구성 요소 공간
상태 모두 정상 *

(flexGroupConstitutsSpac

eStatusAllOK)

이벤트 볼륨 정보

FlexGroup 구성 요소 inode

문제 *

(flexGroupConstitutsHavei

ntesIssues)

위험입니다 볼륨 오류

FlexGroup 구성 요소 inode

상태 모두 정상 *

(flexGroupConstituentsInu

desStatusAllOK)

이벤트 볼륨 정보

WAFL 볼륨 자동 크기 조정
실패 *

(waflVolAutoSizeFail)

위험입니다 볼륨 오류

WAFL 볼륨 자동 크기 조정
완료 *

(waflVolAutoSizeDone)

이벤트 볼륨 정보

FlexGroup 볼륨이 80%

이상 활용되었습니다 *

사고 볼륨 오류

FlexGroup 볼륨이 90%

이상 활용되었습니다 *

사고 볼륨 심각

볼륨 스토리지 효율성
이상(ocumVolumeAbnorm

alStorageEfficencyWarnin

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충격 영역: 구성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볼륨 이름 변경(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검색된 볼륨(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볼륨 삭제됨(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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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영역: 성능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QoS 볼륨 최대 IOP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QosVolumeMaxIopsWarni

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QoS 볼륨 최대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QosVolumeMaxMbpsWar

ni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QoS 볼륨 최대 IOPS/TB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QosVolumeMaxIopsPerT

bWarni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워크로드 볼륨 지연 임계값
성능 서비스 수준 정책에
정의된 위반(문서
ConformanceLatencyWar

ni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IOPS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VolumeIopsIncident)

사고 볼륨 심각

볼륨 IOP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볼륨 경고)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MB/s 심각한 임계값
위반(문서 볼륨
MbpsIncident)

사고 볼륨 심각

볼륨 MB/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볼륨
MbpsWarni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지연 시간 ms/op 중요
임계값
위반(VolumeLatencyIncid

ent)

사고 볼륨 심각

볼륨 지연 시간 ms/op 경고
임계값
위반(VolumeLatencyWarni

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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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볼륨 캐시 비적중 비율 위험
임계값 위반(문서
VolumeCacheMisssRatioI

ncident)

사고 볼륨 심각

볼륨 캐시 비적중 비율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VolumeCacheMisssRatio

Warni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지연 시간 및 IOPS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라티encyIsopsIncident)

사고 볼륨 심각

볼륨 지연 시간 및 IOPS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LatencyIsopsWarni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지연 시간 및 MB/s

심각한 임계값
위반(VolumeLatencyMbps

Incident)

사고 볼륨 심각

볼륨 지연 시간 및 MB/s

경고 임계값
위반(VolumeLatencyMbps

Warni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지연 시간 및 집계 성능
사용된 심각한 임계값 위반
(문서
LatencyAggregatePerfCa

pacityUsedIncident)

사고 볼륨 심각

볼륨 지연 및 집계 성능
사용된 용량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LatencyAggregatePerfCa

pacityUsedWarni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지연 및 애그리게이트
활용률 주요 임계값
위반(VolumeLatencyAggr

egateUtilationIncident)

사고 볼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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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볼륨 지연 및 애그리게이트
활용률 경고 임계값
위반(VolumeLatencyAggr

egateUtilationWarni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지연 시간 및 노드 성능
용량 사용 심각한 임계값
위반(문서 라티노드
PerfCapacityUsedIncident

)

사고 볼륨 심각

볼륨 지연 및 노드 성능
사용된 용량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LatencyNodePerfCapacity

UsedWarni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사용된 볼륨 지연 시간 및
노드 성능 용량 -

테이크오버가 중요 임계값
위반(문서
LatencyAggregatePerfCa

pacityUsedTakeoverIncid

ent)

사고 볼륨 심각

사용된 볼륨 지연 시간 및
노드 성능 용량 - 테이크오버
경고 임계값 위반(문서
LatencyAggregatePerfCa

pacityUsedTakeoverWarn

i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지연 시간 및 노드
활용률 주요 임계값
위반(VolumeLatencyNode

UtilationIncident)

사고 볼륨 심각

볼륨 지연 및 노드 활용률
경고 임계값
위반(VolumeLatencyNode

UtilationWarning)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충격 영역: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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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볼륨 안티 랜섬웨어
모니터링이 활성화됨(액티브
모드)(안티란소마wareVolu

meStateEnabled)

이벤트 볼륨 정보

볼륨 랜섬웨어 방지
모니터링이
비활성화됨(AntRansomwa

reVolumeStateDisabled)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안티 랜섬웨어
모니터링이 활성화됨(학습
모드)(antiRansomwareVol

umeStateDryrun)

이벤트 볼륨 정보

볼륨 랜섬웨어 방지
모니터링이 일시 중지됨
(학습
모드)(antRansomwareVol

umeVolumeStateDryrunP

aused)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랜섬웨어 방지
모니터링이 일시 중지됨
(활성 모드)(

안티란소마wareVolumeSta

teEnablePaused)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안티 랜섬웨어
모니터링이 비활성화
(안티란소모레볼륨
StateDisableInProgress)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랜섬웨어 활동
표시(callHomeRansomwar

eActivitySeen)

사고 볼륨 심각

랜섬웨어 방지 모니터링에
적합한 볼륨(학습
모드)(ocumVolumeArwCa

ndidATE)

이벤트 볼륨 정보

랜섬웨어 방지 모니터링에
적합한 볼륨(액티브
모드)(ocumVolumeSuited

ForActiveAntiRansomwar

eDetection)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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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볼륨에서 예기치 않은
트래픽 방지
경고(antispansomwareFe

atureNoisyVolume)가
발생합니다.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볼륨 이동 상태 이벤트입니다

볼륨 이동 상태 이벤트는 볼륨 이동 상태를 알려서 잠재적인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영향 영역별로 그룹화되며 이벤트 및 트랩 이름, 영향 수준, 소스 유형 및 심각도를
포함합니다.

충격 영역: 용량

이벤트 이름(트랩 이름) 충격 수준 소스 유형 심각도입니다

볼륨 이동 상태: 진행 중
(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볼륨 이동 상태 - 실패(문서
볼륨 이동 실패)

위험입니다 볼륨 오류

볼륨 이동 상태: 완료됨(해당
없음)

이벤트 볼륨 정보

볼륨 이동 - 컷오버 지연
(문서
VolumeCutoverDeferred)

위험입니다 볼륨 경고

이벤트 창 및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벤트는 환경의 모든 문제를 알려 줍니다. 이벤트 관리 인벤토리 페이지와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를 사용하여 모든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옵션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알림 페이지

이벤트가 생성되거나 사용자에게 할당된 경우 알림을 보내도록 Unified Manager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림 메커니즘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림을 e-메일 또는 SNMP

트랩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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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이 영역에서 알림 알림에 대한 다음 이메일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보내는 사람 주소 *

경고 알림을 보낼 e-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 값은 공유 시 보고서의 보내는 사람 주소로도 사용됩니다. 발신
주소에 "ActiveIQUnifiedManager@localhost.com" 주소가 미리 입력된 경우, 모든 이메일 알림이 성공적으로
전송되도록 실제 작업 이메일 주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SMTP 서버

이 영역에서 다음 SMTP 서버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

지정된 수신자에게 알림 알림을 보내는 데 사용되는 SMTP 호스트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 * 사용자 이름 *

SMTP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SMTP 사용자 이름은 SMTP 서버에서 SMTPAUTH가 활성화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 암호 *

SMTP 암호를 지정합니다. SMTP 사용자 이름은 SMTP 서버에서 SMTPAUTH가 활성화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 포트 *

SMTP 호스트 서버가 경고 알림을 보내는 데 사용하는 포트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25입니다.

• * 시작/TLS * 를 사용합니다

이 상자를 선택하면 TLS/SSL 프로토콜(start_tls 및 StartTLS라고도 함)을 사용하여 SMTP 서버와 관리 서버 간의
보안 통신을 제공합니다.

• * SSL 사용 *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SS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SMTP 서버와 관리 서버 간의 보안 통신이 제공됩니다.

SNMP를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다음 SNMP 트랩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버전 *

필요한 보안 유형에 따라 사용할 SNMP 버전을 지정합니다. 옵션에는 버전 1, 버전 3, 인증을 사용하는 버전 3, 인증
및 암호화를 사용하는 버전 3이 포함됩니다. 기본값은 버전 1입니다.

• * 트랩 대상 호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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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버에서 보낸 SNMP 트랩을 수신하는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IPv4 또는 IPv6)를 지정합니다. 여러 트랩
대상을 지정하려면 각 호스트를 쉼표로 구분합니다.

"버전" 및 "아웃바운드 포트"와 같은 다른 모든 SNMP 설정은 목록의 모든 호스트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 * 아웃바운드 트랩 포트 *

SNMP 서버가 관리 서버에서 보내는 트랩을 수신하는 포트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62입니다.

• * 커뮤니티 *

호스트에 액세스할 커뮤니티 문자열입니다.

• * 엔진 ID *

SNMP 에이전트의 고유 식별자를 지정하며 관리 서버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엔진 ID는 SNMP 버전 3, 인증을
사용하는 SNMP 버전 3, 인증 및 암호화를 사용하는 SNMP 버전 3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이름 *

SNMP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SNMP 버전 3, 인증을 사용하는 SNMP 버전 3, 인증 및 암호화를
사용하는 SNMP 버전 3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인증 프로토콜 *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프로토콜 옵션에는 MD5 및 SHA가 포함됩니다. MD5가
기본값입니다. 인증 프로토콜은 인증 및 암호화 기능이 있는 SNMP 버전 3 및 SNMP 버전 3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인증 암호 *

사용자를 인증할 때 사용되는 암호를 지정합니다. 인증 암호는 인증 및 암호화 기능이 있는 SNMP 버전 3 및 인증 및
SNMP 버전 3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정보 보호 프로토콜 *

SNMP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 정보 보호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프로토콜 옵션에는 AES 128과
DES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AES 128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프로토콜은 인증 및 암호화 기능이 있는 SNMP 버전
3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정보 보호 암호 *

개인 정보 보호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암호를 지정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암호는 인증 및 암호화 기능이 있는
SNMP 버전 3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관리 인벤토리 페이지입니다

이벤트 관리 인벤토리 페이지에서는 현재 이벤트와 해당 속성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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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해결 및 할당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5분마다 자동으로 새로 고쳐지므로 최신 새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부품 필터링

이벤트 목록에 표시되는 정보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표시되는 이벤트 목록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정의된 필터 선택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기 메뉴

여기에는 모든 활성(새 이벤트 및 확인된 이벤트), 활성 성능 이벤트, 나에게 할당된 이벤트(로그인한 사용자) 및
모든 유지 관리 기간 동안 생성된 모든 이벤트가 포함됩니다.

• 전체 또는 부분 용어를 입력하여 이벤트 목록을 구체화하는 검색 창

• 사용 가능한 모든 필드 및 필드 속성에서 선택하여 이벤트 목록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필터 창을 시작하는 필터 단추.

명령 버튼

명령 단추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할당 대상 *

이벤트를 할당할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이벤트를 할당하면 사용자 이름과 이벤트를 할당한
시간이 선택한 이벤트의 이벤트 목록에 추가됩니다.

◦ 나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이벤트를 할당합니다.

◦ 다른 사용자

다른 사용자에게 이벤트를 할당하거나 다시 할당할 수 있는 소유자 할당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소유권 필드를
비워 두면 이벤트 할당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 확인 *

선택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이벤트를 확인하면 사용자 이름과 이벤트를 확인한 시간이 선택한 이벤트의 이벤트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벤트를
승인하면 해당 이벤트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 이벤트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 * 해결됨으로 표시 *

이벤트 상태를 Resolved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해결할 때 사용자 이름과 이벤트를 해결한 시간이 선택한 이벤트의 이벤트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벤트에
대한 수정 조치를 취한 후에는 해당 이벤트를 '해결됨’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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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추가 *

선택한 이벤트에 대한 경고를 추가할 수 있는 경고 추가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 * 보고서 *

현재 이벤트 보기의 세부 정보를 쉼표로 구분된 값(.csv) 파일 또는 PDF 문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 열 선택기 표시/숨기기 *

페이지에 표시되는 열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순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목록

트리거된 시간별로 정렬된 모든 이벤트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활성 이벤트 보기가 표시되어 이전 7일 동안 인시던트 또는 위험의 영향 수준을 가진 새 이벤트 및
승인된 이벤트를 표시합니다.

• * 트리거 시간 *

이벤트가 생성된 시간입니다.

• * 심각도 *

이벤트 심각도: Critical( ), 오류( ), 경고( ) 및 정보( )를 클릭합니다.

• * 시/도 *

이벤트 상태는 New, Acknowledged, Resolved 또는 Obsolete입니다.

• * 영향력 수준 *

이벤트 영향 수준: 인시던트, 위험, 이벤트 또는 업그레이드.

• * 충격 영역 *

이벤트 영향 영역: 가용성, 용량, 성능, 보호, 구성, 있습니다.

• * 이름 *

이벤트 이름입니다. 이름을 선택하여 해당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선택하여 해당 개체의 상태 또는 성능 세부 정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 QoS 정책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이 필드에는 최대 IOPS 또는 MB/s를 소비하는 워크로드 객체만 표시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는 추가 워크로드가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 소스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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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가 연결된 객체 유형(예: 스토리지 VM, 볼륨 또는 Qtree)

• * 할당 대상 *

이벤트가 할당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 * 이벤트 원본 *

이벤트가 "Active IQ 포털" 또는 "Active IQ Unified Manager"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 주석 이름 *

스토리지 객체에 할당된 주석의 이름입니다.

• * 참고 *

이벤트에 대해 추가되는 메모 수입니다.

• * 일 우수 *

이벤트가 처음 생성된 이후 발생한 일 수입니다.

• * 할당된 시간 *

이벤트가 사용자에게 할당된 이후 경과된 시간입니다. 경과된 시간이 주를 초과하면 이벤트가 사용자에게 할당된
타임스탬프가 표시됩니다.

• * 에 의해 승인됨

이벤트를 확인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이벤트가 확인되지 않으면 필드가 비어 있습니다.

• * 확인된 시간 *

이벤트가 확인된 이후 경과된 시간입니다. 경과된 시간이 주를 초과하면 이벤트가 확인된 타임스탬프가 표시됩니다.

• * 해결자 *

이벤트를 해결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이벤트가 해결되지 않으면 필드가 비어 있습니다.

• * 해결 시간 *

이벤트가 해결된 이후 경과된 시간입니다. 경과된 시간이 주를 초과하면 이벤트가 해결된 타임스탬프가 표시됩니다.

• * Obsoleted Time(관찰 시간) *

이벤트 상태가 폐기로 된 시간입니다.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이벤트 심각도, 영향 수준, 영향 영역 및 이벤트 소스와 같은 선택한
이벤트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해결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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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 이름 *

이벤트의 이름과 이벤트가 마지막으로 표시된 시간입니다.

비성능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가 New 또는 Acknowledged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마지막으로 본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숨겨집니다.

• * 이벤트 설명 *

이벤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벤트 설명에 이벤트가 트리거되는 이유가 제공됩니다.

• * 경합의 요소 *

동적 성능 이벤트의 경우 이 섹션에는 클러스터의 논리적 및 물리적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구성 요소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아이콘이 빨간색 원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여기에 표시된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은 _Cluster 구성 요소 및 구성 요소가 경합이 가능한 이유_를 참조하십시오.

이벤트 정보, 시스템 진단 및 권장 조치 섹션은 기타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명령 버튼

명령 단추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메모 아이콘 *

이벤트에 대한 메모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고 다른 사용자가 남긴 모든 메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작업 메뉴 *

• * 나에게 할당 *

사용자에게 이벤트를 할당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할당 *

소유자 할당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이벤트를 할당하거나 다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이벤트를 할당하면 사용자의 이름과 이벤트가 할당된 시간이 선택한 이벤트의 이벤트 목록에
추가됩니다.

소유권 필드를 비워 두면 이벤트 할당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 확인 *

반복 경고 알림을 계속 수신하지 않도록 선택한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이벤트를 확인하면 선택한 이벤트의 이벤트 목록(에 의해 확인됨)에 사용자 이름과 이벤트가 추가됩니다. 이벤트를
인지하면 해당 이벤트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 해결됨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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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태를 Resolved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해결할 때 사용자 이름과 이벤트를 해결한 시간이 선택한 이벤트의 이벤트 목록(에서 해결)에 추가됩니다.

이벤트에 대한 수정 조치를 취한 후에는 해당 이벤트를 '해결됨’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 알림 추가 *

선택한 이벤트에 대한 경고를 추가할 수 있는 경고 추가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이벤트 정보 섹션이 표시되는 내용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의 이벤트 정보 섹션을 사용하여 이벤트 심각도, 영향 수준, 영향 영역 및
이벤트 소스와 같이 선택한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유형에 적용할 수 없는 필드는 숨겨집니다. 다음 이벤트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 이벤트 트리거 시간 *

이벤트가 생성된 시간입니다.

• * 시/도 *

이벤트 상태는 New, Acknowledged, Resolved 또는 Obsolete입니다.

• * Obsoleted 원인 *

예를 들어, 이벤트를 폐기하도록 만든 작업이 해결되었습니다.

• * 이벤트 기간 *

활성(새 이벤트 및 확인된 이벤트) 이벤트의 경우 감지 시간과 이벤트가 마지막으로 분석된 시간 사이의 시간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이벤트의 경우 감지 간격과 이벤트가 해결된 시간입니다.

이 필드는 모든 성능 이벤트 및 기타 이벤트 유형의 경우 해당 이벤트가 해결되거나 폐기된 후에만 표시됩니다.

• * 마지막 표시 *

이벤트가 마지막으로 활성 상태로 표시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성능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가 활성 상태인 동안 성능 데이터를 새로 수집한 후 이 필드가 업데이트되므로 이 값은
이벤트 트리거 시간보다 최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이벤트의 경우 New 또는 Acknowledged 상태인 경우 이
콘텐츠는 업데이트되지 않으므로 필드가 숨겨집니다.

• * 심각도 *

이벤트 심각도: Critical( ), 오류( ), 경고( ) 및 정보( )를 클릭합니다.

• * 영향력 수준 *

이벤트 영향 수준: 인시던트, 위험, 이벤트 또는 업그레이드.

• * 충격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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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영향 영역: 가용성, 용량, 성능, 보호, 구성, 있습니다.

• * 출처 *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의 이름입니다.

공유 QoS 정책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때 최대 IOPS 또는 MBPS를 소비하는 최대 3개의 워크로드 객체가
이 필드에 나열됩니다.

소스 이름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개체의 상태 또는 성능 세부 정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소스 주석 *

이벤트가 연결된 개체의 주석 이름과 값을 표시합니다.

이 필드는 클러스터, SVM 및 볼륨의 상태 이벤트에 대해서만 표시됩니다.

• * 소스 그룹 *

영향을 받는 개체가 구성원으로 있는 모든 그룹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 필드는 클러스터, SVM 및 볼륨의 상태 이벤트에 대해서만 표시됩니다.

• * 소스 유형 *

이벤트가 연결된 오브젝트 유형(예: SVM, 볼륨 또는 Qtree)입니다.

• * 클러스터 *

이벤트가 발생한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클러스터 이름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클러스터의 상태 또는 성능 세부 정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영향 받는 개체 수 *

이벤트의 영향을 받는 개체 수입니다.

개체 링크를 클릭하면 현재 이 이벤트의 영향을 받는 개체로 채워진 인벤토리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성능 이벤트에 대해서만 표시됩니다.

• * 영향 받는 볼륨 *

이 이벤트의 영향을 받는 볼륨 수입니다.

이 필드는 노드 또는 애그리게이트의 성능 이벤트에 대해서만 표시됩니다.

• * 트리거된 정책 *

이벤트를 발행한 임계값 정책의 이름입니다.

정책 이름 위에 커서를 올려 놓으면 임계값 정책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적응형 QoS 정책의 경우 정의된
정책, 블록 크기, 할당 유형(할당된 공간 또는 사용된 공간)도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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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드는 성능 이벤트에 대해서만 표시됩니다.

• * 규칙 ID *

Active IQ 플랫폼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생성을 위해 트리거된 규칙의 수입니다.

• * 에 의해 승인됨

이벤트를 인지한 사람의 이름 및 이벤트를 인지한 시간입니다.

• * 해결자 *

이벤트를 해결한 사람의 이름 및 이벤트가 해결된 시간입니다.

• * 할당 대상 *

이벤트 작업에 배정된 사람의 이름입니다.

• * 경고 설정 *

알림에 대한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선택한 이벤트와 관련된 경고가 없으면 * 알림 추가 * 링크가 표시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경고 추가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 선택한 이벤트와 관련된 경고가 하나 있는 경우 경고 이름이 표시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알림 편집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 선택한 이벤트와 관련된 알림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경고 수가 표시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경고 설정 페이지를 열면 이러한 경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된 경고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 마지막 알림 전송 *

가장 최근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 * 전송 기준 *

e-메일 또는 SNMP 트랩이라는 경고 알림을 보내는 데 사용된 메커니즘입니다.

• * 이전 스크립트 실행 *

알림이 생성될 때 실행된 스크립트의 이름입니다.

권장 조치 섹션이 표시되는 내용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의 권장 조치 섹션에서는 이벤트에 대해 가능한 원인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직접 이벤트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합니다. 제안된 작업은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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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유형 또는 임계값 유형에 따라 사용자 정의됩니다.

이 영역은 일부 이벤트 유형에 대해서만 표시됩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 작업 수행 지침을 포함하여 제안된 여러 작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참조하는 * 도움말 * 링크가 페이지에
제공됩니다. 그 중에는 Unified Manager, ONTAP System Manager, OnCommand Workflow Automation, ONTAP

CLI 명령 또는 이러한 툴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만 여기에서 제안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이벤트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사용자 환경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객체 및 이벤트를 자세히 분석하려면 * 워크로드 분석 * 버튼을 클릭하여 워크로드 분석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Unified Manager에서 완벽하게 진단하고 단일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
해당 해상도는 * Fix it * 버튼과 함께 표시됩니다. Unified Manager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Active IQ 플랫폼 이벤트의 경우 이 섹션에는 문제 및 가능한 해결책을 설명하는 NetApp 기술 자료 문서(있는 경우)에
대한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는 Knowledgebase 문서의 PDF가
로컬로 열립니다. PDF는 Unified Manager 인스턴스로 수동으로 다운로드하는 규칙 파일의 일부입니다.

시스템 진단(System Diagnosis) 섹션이 표시되는 내용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의 시스템 진단 섹션에서는 이벤트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영역은 일부 이벤트에 대해서만 표시됩니다.

일부 성능 이벤트는 트리거된 특정 이벤트와 관련된 차트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IOPS 또는 MBps 차트와 이전
10일 동안의 지연 시간 차트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정렬하면 이벤트가 활성 상태일 때 지연 시간에 가장 영향을 주거나
지연 시간의 영향을 받는 스토리지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적 성능 이벤트의 경우 다음 차트가 표시됩니다.

• 워크로드 지연 시간 - 경합 중인 구성 요소의 주요 피해자, 불리 또는 상어 워크로드에 대한 지연 시간 기록을
표시합니다.

• 워크로드 활동 - 경합이 발생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워크로드 사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리소스 활동 - 경합이 발생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에 대한 기간별 성능 통계를 표시합니다.

일부 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경합이 있을 때 다른 차트가 표시됩니다.

다른 이벤트는 시스템이 스토리지 객체에서 수행 중인 분석 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
성능 카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 정의 성능 정책에 대해 분석한 각 구성 요소별로 하나 이상의 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진단 옆에 특정 진단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녹색 또는 빨간색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벤트 설정 페이지

이벤트 설정 페이지에는 비활성화된 이벤트 목록이 표시되며 연결된 개체 유형 및 이벤트
심각도와 같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이벤트를 전역적으로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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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는 경우에만 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명령 단추를 사용하여 선택한 이벤트에 대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비활성화 *

이벤트 사용 안 함 대화 상자를 시작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활성화 *

이전에 비활성화하도록 선택한 이벤트를 활성화합니다.

• * 규칙 업로드 *

외부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이 없는 사이트에서 Active IQ 규칙 파일을 Unified Manager에 수동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규칙 업로드 대화 상자를 시작합니다. 이 규칙은 AutoSupport 플랫폼에서 정의한 시스템 구성, 케이블 연결,

모범 사례 및 가용성에 대한 이벤트를 생성하기 위해 클러스터 Active IQ 메시지에 대해 실행됩니다.

• * EMS 이벤트 가입 *

모니터링 중인 클러스터에서 특정 EMS(Event Management System)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도록 구독할 수 있는
EMS 이벤트 등록 대화 상자를 시작합니다. EMS는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가입된 EMS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수신하면 Unified Manager 이벤트가 적절한 심각도로 생성됩니다.

목록 보기

목록 보기는 비활성화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열 필터를 사용하여 표시되는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이벤트 *

비활성화된 이벤트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심각도 *

이벤트의 심각도를 표시합니다. 심각성은 Critical, Error, Warning 또는 Information 일 수 있습니다.

• * 소스 유형 *

이벤트가 생성되는 소스 유형을 표시합니다.

이벤트 비활성화 대화 상자

이벤트 사용 안 함 대화 상자에는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이벤트 유형 목록이
표시됩니다. 특정 심각도 또는 이벤트 세트에 따라 이벤트 유형에 대한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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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속성 영역

이벤트 속성 영역에는 다음 이벤트 속성이 지정됩니다.

• * 이벤트 심각도 *

심각성, 오류, 경고 또는 정보 등의 심각도 유형을 기반으로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이벤트 이름에 *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정한 문자가 포함된 이름의 이벤트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 일치하는 이벤트 *

이벤트 심각도 유형과 지정한 텍스트 문자열과 일치하는 이벤트 목록을 표시합니다.

• * 이벤트 비활성화 *

비활성화하기 위해 선택한 이벤트 목록을 표시합니다.

이벤트 심각도와 이벤트 이름도 표시됩니다.

명령 버튼

명령 단추를 사용하여 선택한 이벤트에 대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저장 후 닫기 *

이벤트 유형을 비활성화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 * 취소 *

변경 내용을 취소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알림 관리

특정 심각도 유형의 특정 이벤트 또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알림을 자동으로 보내도록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고가 트리거될 때 실행되는 스크립트와 알림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란 무엇입니까

이벤트는 계속 발생하지만 Unified Manager는 이벤트가 지정된 필터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알림을 생성합니다. 공간 임계값이 초과되거나 개체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는 경우와 같이 알림을
생성할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고가 트리거될 때 실행되는 스크립트와 알림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 조건에는 개체 클래스, 이름 또는 이벤트 심각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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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메일에 포함된 정보

Unified Manager 경고 이메일은 이벤트 유형, 이벤트의 심각도,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위반된
정책 또는 임계값의 이름,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자 메일 메시지에는 UI에서
이벤트의 세부 정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각 이벤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도 제공됩니다.

알림 이메일은 알림 수신을 신청한 모든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수집 기간 동안 성능 카운터 또는 용량 값이 크게 변경되면 동일한 임계값 정책에 대해 긴급 이벤트와 경고 이벤트가
동시에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고 이벤트에 대한 이메일 1개와 중요 이벤트에 대한 이메일 1개가 제공됩니다.

그 이유는 Unified Manager를 사용하면 경고 및 심각한 임계값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기 위해 별도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알림 이메일의 예입니다.

알림 추가

특정 이벤트가 생성될 때 알림을 표시하도록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리소스, 리소스
그룹 또는 특정 심각도 유형의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받을 빈도를
지정하고 스크립트를 알림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 Active IQ Unified Manager 서버가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여 이벤트가 생성될 때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사용자 e-메일 주소, SMTP 서버 및 SNMP 트랩 호스트와 같은 알림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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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을 트리거할 리소스 및 이벤트와 알림을 보낼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이벤트를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스크립트 페이지를 사용하여 Unified Manager에 스크립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대로 알림 설정 페이지에서 알림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수신한 후 이벤트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직접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경고 설정 * 을 클릭합니다.

2. Alert Setup * 페이지에서 * Add * 를 클릭합니다.

3. 경고 추가 * 대화 상자에서 * 이름 * 을 클릭하고 경고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4. 리소스 * 를 클릭하고 경고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이름 포함 * 필드에서 텍스트 문자열을 지정하여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여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텍스트
문자열을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 목록에는 필터 규칙과 일치하는 자원만 표시됩니다. 지정하는 텍스트 문자열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원이 지정한 포함 및 제외 규칙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제외 규칙이 포함 규칙보다 우선하며 제외된 리소스와
관련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알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5. 이벤트 * 를 클릭하고 알림을 트리거할 이벤트 이름 또는 이벤트 심각도 유형을 기반으로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둘 이상의 이벤트를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6. Actions * 를 클릭하고 알릴 사용자를 선택하고, 알림 빈도를 선택하고, SNMP 트랩을 트랩 수신기로 전송할지
여부를 선택한 다음, 경고가 생성될 때 실행할 스크립트를 할당합니다.

사용자에 대해 지정된 전자 메일 주소를 수정하고 편집을 위해 알림을 다시 열면 수정된 전자 메일
주소가 이전에 선택한 사용자에게 더 이상 매핑되지 않으므로 이름 필드가 비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페이지에서 선택한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수정한 경우 선택한 사용자에 대해 수정된
전자 메일 주소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SNMP 트랩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7. 저장 * 을 클릭합니다.

알림 추가 예

이 예제에서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알림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알림 이름: 상태 테스트

• 리소스: 이름에 "abc"가 포함된 모든 볼륨을 포함하며 이름에 "xyz"가 포함된 모든 볼륨을 제외합니다.

• 이벤트: 모든 중요한 상태 이벤트를 포함합니다

• 작업: "sample@domain.com", "테스트" 스크립트를 포함하며 사용자에게 15분마다 알림을 받아야 합니다

경고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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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me * 을 클릭하고 * Alert Name * 필드에 * 'HealthTest' * 를 입력합니다.

2. 리소스 * 를 클릭하고 포함 탭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 볼륨 * 을 선택합니다.

a. 이름이 "abc"인 볼륨을 표시하려면 * Name Contains * 필드에 * "abc" * 를 입력합니다.

b. 를 선택합니다[All Volumes whose name contains 'abc']Available Resources 영역에서 + * 를 선택한 다음
Selected Resources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c. Exclude * 를 클릭하고 * Name Contains * 필드에 * "xyz" * 를 입력한 다음 * Add * 를 클릭합니다.

3. 이벤트 * 를 클릭하고 이벤트 심각도 필드에서 * 긴급 * 을 선택합니다.

4. Matching Events 영역에서 * All Critical Events * 를 선택하고 Selected Events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5. 작업 * 을 클릭하고 다음 사용자에게 알림 필드에 *'ample@domain.com' * 를 입력합니다.

6. 15분마다 사용자에게 알리려면 * 15분마다 알림 * 을 선택합니다.

지정된 시간 동안 수신자에게 반복적으로 알림을 보내도록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림에 대해 이벤트 알림이
활성화되는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7. 실행할 스크립트 선택 메뉴에서 * 테스트 *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8. 저장 * 을 클릭합니다.

알림 추가 지침

클러스터, 노드, 애그리게이트 또는 볼륨, 특정 심각도 유형의 이벤트 등 리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알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로서, 객체가 속한 클러스터를 추가한 후 중요 객체에 대한
알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침 및 고려 사항을 사용하여 알림을 생성하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경고 설명입니다

알림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알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 리소스

어떤 물리적 또는 논리적 리소스에 경고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자원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를 구성하여 애그리게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려면 리소스 목록에서 필요한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원 범주를 선택한 경우(예: *)<<All User or Group Quotas>> * 를 선택하면 해당 범주의 모든 객체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됩니다.

클러스터를 리소스로 선택해도 해당 클러스터 내의 스토리지 객체는 자동으로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 모든 중요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생성하는 경우 클러스터 중요
이벤트에 대한 알림만 받게 됩니다. 노드, 애그리게이트 등의 중요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받지
못합니다.

• 이벤트 심각도입니다

지정된 심각도 유형(Critical, Error, Warning)의 이벤트가 경고를 트리거할지, 트리거할 경우 어떤 심각도 유형을
트리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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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이벤트

생성된 이벤트 유형에 따라 알림을 추가하는 경우 경고가 필요한 이벤트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벤트 심각도를 선택했지만 개별 이벤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선택한 이벤트" 열을 비워 두면) 범주에 있는 모든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작업

알림을 받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SNMP 트랩을 알림 모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을 생성할 때 실행되도록 알림을 통해 스크립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알림 빈도

지정된 시간 동안 수신자에게 알림을 반복적으로 보내도록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림에 대해 이벤트 알림이
활성화되는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벤트 알림이 이벤트가 확인될 때까지 반복되도록 하려면 알림을 반복할
빈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스크립트를 경고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경고가 생성될 때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성능 이벤트에 대한 알림 추가

Unified Manager에서 수신한 다른 이벤트처럼 개별 성능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능 이벤트를 동일하게 처리하고 동일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려는
경우, 중요한 이벤트 또는 경고 성능 이벤트가 트리거될 때 단일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예는 모든 중요한 지연 시간, IOPS 및 MBPS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성능 카운터와 모든 경고 이벤트에서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경고 설정 * 을 클릭합니다.

2. Alert Setup * 페이지에서 * Add * 를 클릭합니다.

3. 경고 추가 * 대화 상자에서 * 이름 * 을 클릭하고 경고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4. 리소스 * 페이지에서 리소스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리소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클러스터, 애그리게이트, 볼륨 등에 경고가 적용되고 해당 이벤트가 수신됩니다.

5. 이벤트 * 를 클릭하고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이벤트 심각도 목록에서 * 긴급 * 을 선택합니다.

b. Event Name Contains 필드에 * "latency" * 를 입력한 다음 화살표를 클릭하여 일치하는 모든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c. 이벤트 이름 포함 필드에 * "IOPS" * 를 입력한 다음 화살표를 클릭하여 일치하는 모든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89



d. 이벤트 이름 포함 필드에 * mbps * 를 입력한 다음 화살표를 클릭하여 일치하는 모든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6. Actions * 를 클릭한 다음 * Alert these users * 필드에서 경고 이메일을 수신할 사용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7. SNMP 트랩을 발행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 이 페이지의 다른 옵션을 구성합니다.

8. 저장 * 을 클릭합니다.

알림 테스트 중

경고를 테스트하여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트리거되면 알림이
생성되고 구성된 수신자에게 경고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테스트 알림을 사용하여 알림이
전송되었는지, 스크립트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 받는 사람, SMTP 서버 및 SNMP 트랩의 전자 메일 주소와 같은 알림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Unified Manager 서버는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여 이벤트가 생성될 때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경고가 생성될 때 스크립트를 할당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경고 설정 * 을 클릭합니다.

2. Alert Setup * 페이지에서 테스트할 경고를 선택한 다음 * Test * 를 클릭합니다.

경고를 생성하는 동안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테스트 알림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해결된 이벤트 및 사용되지 않는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설정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보내도록 구성한 모든 이벤트의 경우 해당 이벤트가 새 상태, 확인된 이벤트, 해결된
이벤트 및 폐기 상태의 모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될 때 알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벤트가
Resolved 및 Obsolete 상태로 이동할 때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받지 않으려면 전역 설정을
구성하여 알림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림은 Resolved 및 Obsolete 상태로 이동할 때 이벤트에 대해 전송되지 않습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경고 설정 * 을 클릭합니다.

2. Alert Setup* 페이지에서 항목 옆에 있는 슬라이더 컨트롤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해결됨 및
폐기 이벤트에 대한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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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행할 작업…

이벤트가 해결되거나 폐기됨에 따라 알림 전송을
중지합니다

슬라이더 컨트롤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벤트가 해결되거나 폐기됨에 따라 알림 전송을
시작합니다

슬라이더 컨트롤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알림 생성에서 재해 복구 대상 볼륨 제외

볼륨 경고를 구성할 때 경고 대화 상자에서 볼륨 또는 볼륨 그룹을 식별하는 문자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VM에 대한 재해 복구를 구성했다면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의 이름이
동일하므로 두 볼륨에 대한 알림이 제공됩니다.

• 필요한 것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SVM의 이름이 인 볼륨을 제외하고 재해 복구 대상 볼륨에 대한 알림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볼륨 이벤트의
식별자에는 SVM 이름과 볼륨 이름이 "<svm_name>:/<volume_name>"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에서는 1차 SVM "VS1"에서 볼륨 "vol1"에 대한 경고를 생성하지만 SVM "VS1-DR"에서 이름이 같은 볼륨에서
알림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경고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단계

1. 이름 * 을 클릭하고 알림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2. 리소스 * 를 클릭한 다음 * 포함 * 탭을 선택합니다.

a. 드롭다운 목록에서 * Volume * 을 선택한 다음 * Name Contains * 필드에 * "vol1" * 를 입력하여 이름에
"vol1"이 포함된 볼륨을 표시합니다.

b. 를 선택합니다[All Volumes whose name contains 'vol1']Available Resources * 영역에서 + * 를 선택한 다음
* Selected Resources *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3. Exclude *(제외 *) 탭을 선택하고 * Volume *(볼륨 *)을 선택한 다음 * Name Contains *(이름 포함 *) 필드에 *

"VS1-DR" * 을 입력한 다음 * Add * (추가 *)를 클릭합니다.

SVM "VS1-DR"에서 볼륨 "vol1"에 대해 알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4. Events * 를 클릭하고 볼륨에 적용할 이벤트 또는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5. Actions * 를 클릭한 다음 * Alert these users * 필드에서 경고 이메일을 수신할 사용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6. SNMP 트랩을 실행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이 페이지의 다른 옵션을 구성한 다음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경고 보기

경고 설정 페이지에서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 생성된 경고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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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방법 및 빈도, 알림을 트리거하는 이벤트, 알림을 e-메일 받는 사람, 클러스터, 애그리게이트,

볼륨과 같은 영향을 받는 리소스 등의 알림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운영자,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경고 설정 * 을 클릭합니다.

경고 목록이 경고 설정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알림 편집

알림이 연결된 리소스, 이벤트, 수신자, 알림 옵션, 알림 빈도 등의 알림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스크립트로 제공됩니다.

• 필요한 것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경고 설정 * 을 클릭합니다.

2. Alert Setup * 페이지에서 편집할 경고를 선택하고 * Edit * 를 클릭합니다.

3. Edit Alert * (경고 편집 *) 대화 상자에서 이름, 리소스, 이벤트 및 작업 섹션을 편집합니다. 필요에 따라.

경고와 관련된 스크립트를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저장 * 을 클릭합니다.

알림을 삭제하는 중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알림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ified Manager에서 해당
리소스를 더 이상 모니터링하지 않을 때 특정 리소스에 대해 생성한 알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경고 설정 * 을 클릭합니다.

2. Alert Setup * 페이지에서 삭제할 경고를 선택하고 * Delete * 를 클릭합니다.

3. 예 * 를 클릭하여 삭제 요청을 확인합니다.

경고 창 및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고 추가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받도록 알림을 구성해야 합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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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페이지에서 경고 목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경고 설정 페이지

경고 설정 페이지에는 경고 목록이 표시되고 경고 이름, 상태, 알림 방법 및 알림 빈도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경고를 추가, 편집, 제거,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명령 버튼

• * 추가 *

새 경고를 추가할 수 있는 경고 추가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 * 편집 *

선택한 경고를 편집할 수 있는 Edit Alert(경고 편집)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 * 삭제 *

선택한 경고를 삭제합니다.

• * 활성화 *

선택한 경고를 사용하여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 비활성화 *

알림 전송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려는 경우 선택한 알림을 비활성화합니다.

• * 테스트 *

선택한 경고를 테스트하여 추가 또는 편집한 후 구성을 확인합니다.

• * 해결된 이벤트 및 사용되지 않는 이벤트에 대한 경고 *

이벤트가 Resolved 또는 Obsolete 상태로 이동할 때 알림 전송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불필요한 알림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목록 보기

목록 보기는 생성된 알림에 대한 정보를 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열 필터를 사용하여 표시되는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선택하여 세부 정보 영역에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 상태 *

알림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또는 사용 안 함( )를 클릭합니다.

• *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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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설명 *

경고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 * 알림 방법 *

경고에 대해 선택된 알림 방법을 표시합니다. 이메일 또는 SNMP 트랩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 알림 빈도 *

이벤트가 확인, 해결 또는 폐기 상태로 이동할 때까지 관리 서버가 계속해서 알림을 보내는 빈도(분)를 지정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세부 정보 영역에는 선택한 알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 * 경고 이름 *

알림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경고 설명 *

경고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 * 이벤트 *

알림을 트리거할 이벤트를 표시합니다.

• * 리소스 *

알림을 트리거할 리소스를 표시합니다.

• * 포함 *

알림을 트리거할 리소스 그룹을 표시합니다.

• * 제외 *

경고를 트리거하지 않을 리소스 그룹을 표시합니다.

• * 알림 방법 *

경고에 대한 알림 방법을 표시합니다.

• * 알림 빈도 *

이벤트가 확인, 해결 또는 폐기 상태로 이동할 때까지 관리 서버가 경고 알림을 계속 보내는 빈도를 표시합니다.

• * 스크립트 이름 *

선택한 경고와 연결된 스크립트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경고가 생성될 때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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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수신자 *

알림 알림을 받는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표시합니다.

경고 추가 대화 상자

알림을 생성하여 특정 이벤트가 생성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일 리소스 또는 리소스 집합, 특정 심각도 유형의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알림 방법 및 알림 빈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

이 영역에서 알림의 이름과 설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경고 이름 *

경고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경고 설명 *

경고에 대한 설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이 영역에서는 알림을 트리거할 동적 규칙에 따라 개별 리소스를 선택하거나 리소스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_dynamic

rule_은 지정한 텍스트 문자열을 기준으로 필터링된 자원 집합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리소스 유형을 선택하여
자원을 검색하거나 정확한 자원 이름을 지정하여 특정 자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객체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알림을 생성하는 경우 스토리지 객체가 알림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 포함 *

경고를 트리거할 리소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과 일치하는 리소스를 그룹화하는 텍스트 문자열을 지정하고
경고에 포함할 이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abc" 문자열을 포함하는 모든 볼륨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 * 제외 *

알림을 트리거하지 않을 리소스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xyz" 문자열을 포함하는 모든 볼륨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 탭은 특정 자원 유형의 모든 자원(예: +)을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All Volumes] 또는 [All Volumes

whose name contains 'xyz']를 누릅니다.

자원이 지정한 포함 및 제외 규칙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제외 규칙이 포함 규칙보다 우선하며 이벤트에 대해 알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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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이 영역에서 알림을 생성할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심각도 또는 이벤트 집합을 기반으로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이벤트를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 * 이벤트 심각도 *

심각도 유형을 기반으로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각도 유형은 위험, 오류 또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 * 이벤트 이름에 *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지정된 문자가 포함된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이 영역에서는 알림이 트리거될 때 알릴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방법 및 알림 빈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 이 사용자에게 알림 *

알림을 수신할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사용자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해 지정된 전자 메일 주소를 수정하고 편집을 위해 알림을 다시 열면 수정된 전자 메일 주소가 이전에
선택한 사용자에게 더 이상 매핑되지 않으므로 이름 필드가 비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페이지에서 선택한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를 수정한 경우 선택한 사용자에 대해 수정된 전자 메일 주소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 알림 빈도 *

이벤트를 확인, 확인 또는 폐기 상태로 이동할 때까지 관리 서버가 알림을 보내는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알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 번만 알립니다

◦ 지정된 빈도로 알립니다

◦ 지정된 시간 범위 내에 지정된 빈도로 알립니다

• * SNMP 트랩 * 을 실행합니다

이 상자를 선택하면 SNMP 트랩을 전역적으로 구성된 SNMP 호스트로 전송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스크립트 실행 *

알림에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경고가 생성될 때 실행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가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 * 스토리지 관리 * > * 기능 설정 * 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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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을 생성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 * 취소 *

변경 내용을 취소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알림 편집 대화 상자

경고가 연결된 리소스, 이벤트, 스크립트 및 알림 옵션을 비롯한 알림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름

이 영역에서 알림의 이름과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 경고 이름 *

경고 이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 경고 설명 *

경고에 대한 설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경고 상태 *

경고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이 영역에서는 알림을 트리거할 동적 규칙에 따라 개별 리소스를 선택하거나 리소스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리소스 유형을 선택하여 자원을 검색하거나 정확한 자원 이름을 지정하여 특정 자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포함 *

경고를 트리거할 리소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과 일치하는 리소스를 그룹화하는 텍스트 문자열을 지정하고
경고에 포함할 이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vol0"" 문자열을 포함하는 모든 볼륨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 * 제외 *

알림을 트리거하지 않을 리소스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xyz"" 문자열을 포함하는 모든 볼륨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 탭은 특정 자원 유형의 모든 자원(예: +)을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All Volumes]또는 +[All

Volumes whose name contains 'xyz']를 누릅니다.

이벤트

이 영역에서 알림을 트리거할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심각도 또는 이벤트 세트에 따라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 * 이벤트 심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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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 유형을 기반으로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각도 유형은 위험, 오류 또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 * 이벤트 이름에 *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정한 문자가 포함된 이름의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이 영역에서 알림 방법 및 알림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이 사용자에게 알림 *

이메일 주소 또는 사용자 이름을 편집하거나 알림을 수신할 새 이메일 주소 또는 사용자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알림 빈도 *

이벤트를 확인, 해결 또는 폐기 상태로 이동할 때까지 관리 서버가 알림을 보내는 빈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알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 번만 알립니다

◦ 지정된 빈도로 알립니다

◦ 지정된 시간 범위 내에 지정된 빈도로 알립니다

• * SNMP 트랩 * 을 실행합니다

SNMP 트랩을 전역적으로 구성된 SNMP 호스트로 전송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스크립트 실행 *

스크립트를 경고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경고가 생성될 때 실행됩니다.

명령 버튼

• * 저장 *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 * 취소 *

변경 내용을 취소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스크립트 관리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Unified Manager에서 여러 스토리지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수정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가 경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벤트가 경고를 트리거하면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업로드하고 경고가 생성될 때 해당 스크립트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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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를 Unified Manager에 업로드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조직에서 이 기능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 스토리지 관리 * > * 기능 설정 * 에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스크립트 업로드 기능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합니다"

스크립트가 경고와 함께 작동하는 방식

알림을 스크립트에 연결하여 Unified Manager의 이벤트에 대한 알림이 발생할 때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오브젝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벤트를 생성하고 있는 스토리지 오브젝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Unified Manager에서 이벤트에 대한 알림이 생성되면 지정된 수신자에게 알림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경고와
스크립트를 연결한 경우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알림 e-메일에서 스크립트에 전달된 인수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만들어 특정 이벤트 유형에 대한 경고와 연결한 경우 해당 이벤트 유형에 대한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작업이 수행되며, 관리 작업 페이지나 Unified Manager 대시보드에서
기본적으로 * Fix it * 작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크립트는 실행에 다음 인수를 사용합니다.

• ``eventID’

• - 'EventName'

• -"eventSeverity"

• -eventSourceID

• - "eventSourceName"입니다

• -eventSourceType

• -'eventState’입니다

• 'EventArgs’입니다

스크립트의 인수를 사용하여 관련 이벤트 정보를 수집하거나 스토리지 객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인수를 가져오는 예제

`print "$ARGV[0] : $ARGV[1]\n"`

`print "$ARGV[7] : $ARGV[8]\n"`

경고가 생성되면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다음 출력이 표시됩니다.

-`eventID : 290`

-`eventSourceID : 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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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추가

Unified Manager에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스크립트를 알림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크립트는 경고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며, 이벤트를 생성할 스토리지 개체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 Unified Manager 서버에 추가할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에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Perl, Shell, PowerShell, Python 및 .bat입니다.

Unified Manager가 설치된 플랫폼입니다 지원되는 언어

VMware Perl 및 Shell 스크립트

리눅스 Perl, Python 및 Shell 스크립트

Windows PowerShell, Perl, Python 및 .bat 스크립트

◦ Perl 스크립트의 경우, Perl을 Unified Manager 서버에 설치해야 합니다. VMware 설치의 경우 Perl 5가
기본적으로 설치되며 스크립트는 Perl 5가 지원하는 것만 지원합니다. Unified Manager 후에 Perl이 설치된
경우 Unified Manager 서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PowerShell 스크립트의 경우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Windows 서버에 적절한 PowerShell 실행 정책을
설정해야 합니다.

스크립트가 알림 스크립트 진행률을 추적하기 위해 로그 파일을 생성할 경우 Unified Manager 설치
폴더 내 로그 파일이 생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업로드하고 알림에 대한 이벤트 세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가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 * 스토리지 관리 * > * 기능 설정 * 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스크립트 * 를 클릭합니다.

2. 스크립트 * 페이지에서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3. 스크립트 * 추가 대화 상자에서 * 찾아보기 * 를 클릭하여 스크립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한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5. 추가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스크립트 업로드 기능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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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를 삭제하는 중입니다

스크립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Unified Manager에서 스크립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 스크립트는 경고와 연관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스크립트 * 를 클릭합니다.

2. 스크립트 * 페이지에서 삭제할 스크립트를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경고 * 대화 상자에서 * 예 * 를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합니다.

스크립트 실행 테스트 중

스토리지 객체에 대한 알림이 생성될 때 스크립트가 올바르게 실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 지원되는 파일 형식의 스크립트를 Unified Manager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단계

1.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스크립트 * 를 클릭합니다.

2. 스크립트 * 페이지에서 테스트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3. 왼쪽 탐색 창에서 * 스토리지 관리 * > * 경고 설정 * 을 클릭합니다.

4. Alert Setup*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대상… 수행할 작업…

알림을 추가합니다 a. 추가 * 를 클릭합니다.

b. 작업 섹션에서 알림을 테스트 스크립트와
연결합니다.

알림을 편집합니다 a. 알림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b. 작업 섹션에서 알림을 테스트 스크립트와
연결합니다.

5. 저장 * 을 클릭합니다.

6. Alert Setup * 페이지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한 알림을 선택한 다음 * Test * 를 클릭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test" 인수를 사용하여 실행되며 알림을 만들 때 지정된 e-메일 주소로 알림 알림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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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Unified Manager CLI 명령

스토리지 관리자는 CLI 명령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애그리게이트, 볼륨 등의 스토리지 개체에
대한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tree 및 LUN, CLI 명령을 사용하여 Unified Manager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ONTAP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 또는 종료 시 실행되는
스크립트에서 CLI 명령을 사용하거나 경고가 트리거될 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명령에는 'um CLI login' 명령어와 유효한 사용자 이름 및 인증 패스워드가 선행되어야 한다.

CLI 명령 설명 출력

'um CLI login -u <username>[-p

<password>]'
CLI에 로그인합니다. 보안 관련 문제
때문에 "-u" 옵션 다음에 사용자
이름만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암호는 기록 또는
프로세스 테이블에서 캡처되지
않습니다. 이 세션은 로그인 후 3시간
후에 만료되며, 그 이후에는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해당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um CLI 로그아웃 CLI에서 로그아웃합니다. 해당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염원이다 모든 1단계 하위 명령을 표시합니다. 모든 1단계 하위 명령을 표시합니다.

'<um run cmd[-

t<timeout>]<cluster><command>'
하나 이상의 호스트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ONTAP에서 작업을 가져오기 또는
수행하기 위해 주로 알림 스크립팅에
사용됩니다. 선택적 timeout 인수는
클라이언트에서 명령이 완료될 수
있는 최대 시간 제한(초)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0(계속 대기
)입니다.

ONTAP로부터 수신한 경우

'um run query <sql command>' SQL 쿼리를 실행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은 쿼리만
허용됩니다. 업데이트, 삽입 또는 삭제
작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빈
집합이 반환되거나 구문 오류 또는
잘못된 요청이 있으면 적절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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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 명령 설명 출력

''um datasource add -u

<username> -P <password>[-t

<protocol>][-p <port>] <hostname-

or -ip>'

관리되는 스토리지 시스템 목록에
데이터 소스를 추가합니다. 데이터
소스는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접속
방식을 설명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추가할 때 -u(사용자 이름) 및 -P(암호)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t(프로토콜)

옵션은 클러스터(http 또는 https)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프로토콜을 지정하지
않으면 두 프로토콜 모두 -p(포트)

옵션이 클러스터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포트를 지정합니다. 포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프로토콜의
기본값이 시도됩니다. 이 명령은
스토리지 관리자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수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해당 메시지가
인쇄됩니다.

'<datasource-id>' 데이터 소스 목록
[<datasource-id>]'

관리되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데이터
소스를 표시합니다.

'ID Address Port, Protocol

Acquisition Status, Analysis Status,

Communication Status, Acquisition

Message, 및 분석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

'<datasource modify[-h<hostname-

or-ip>] [-u<username>] [-

P<password>] [-t<protocol>] [-p

<port>] <datasource-id>'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스 옵션을
수정합니다. 스토리지 관리자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um datasource remove

<datasource-id>'
Unified Manager에서 데이터 소스
(클러스터)를 제거합니다.

해당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옵션 목록[<옵션>. ] 에는 set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 값, 기본값, 다시 시작 필요 등의
값을 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um option set <option-

name>=<option-value>[<option-

name>=<option-value>… ]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설정합니다.

명령은 스토리지 관리자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UM 버전 Unified Manager 소프트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버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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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 명령 설명 출력

``um LUN list[-q][-

ObjectType<object-id>]'
지정된 객체에서 필터링한 후 LUN을
나열합니다. q는 헤더를 표시하지 않는
모든 명령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ObjectType은 LUN, qtree, 클러스터,

볼륨, 할당량, 또는 svm.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um LUN list-cluster 1" *

이 예제에서 "-cluster"는 objectType

이고 "1"은 objectId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클러스터 내의 모든 LUN이
ID 1로 나열됩니다.

표 형식으로 ID와 LUN 경로를
표시합니다

''um svm list[-q][-

ObjectType<object-id>]'
지정된 객체에서 필터링한 후
스토리지 VM을 나열합니다.

ObjectType은 LUN, qtree, 클러스터,

볼륨, 할당량, 또는 svm.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um svm list-cluster 1'

이 예제에서 "-cluster"는 objectType

이고 "1"은 objectId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클러스터 내의 모든
스토리지 VM이 ID 1로 나열됩니다.

Name과 Cluster ID를 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um qtree list[-q][-

ObjectType<object-id>]'
지정된 객체에서 필터링한 후 qtree를
나열합니다. q는 헤더를 표시하지 않는
모든 명령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ObjectType은 LUN, qtree, 클러스터,

볼륨, 할당량, 또는 svm.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um qtree list-cluster 1'

이 예제에서 "-cluster"는 objectType

이고 "1"은 objectId입니다. 명령은
클러스터 내의 모든 qtree를 ID 1로
나열합니다.

표 형식으로 Qtree ID와 Qtree

Name의 값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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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disk list[-q][-

ObjectType<object-id>]'
지정된 개체에서 필터링한 후
디스크를 나열합니다. ObjectType은
디스크, 집계, 노드 또는 클러스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um disk list - cluster 1" *

이 예제에서 "-cluster"는 objectType

이고 "1"은 objectId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클러스터 내의 모든
디스크가 ID 1과 함께 나열됩니다.

다음 값을 표 형식 "ObjectType and

object-id"로 표시합니다.

``um 클러스터 목록[-q][-

ObjectType<object-id>]'

지정된 개체에서 필터링한 후
클러스터가 나열됩니다.

ObjectType은 디스크, 집계, 노드,

클러스터, LUN, Qtree, 볼륨, 할당량
또는 svm.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um cluster list-aggr 1'

이 예제에서 "-aggr"은 objectType

이고 "1"은 objectId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ID가 1인 애그리게이트가
속해 있는 클러스터가 나열됩니다.

Name, Full Name, Serial Number,

DataSource ID, Last Refresh Time,

및 리소스 키’를 선택합니다.

''um cluster node list[-q][-

ObjectType<object-id>]'
지정된 객체에서 필터링한 후
클러스터 노드를 나열합니다.

ObjectType은 디스크, 집계, 노드
또는 클러스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um cluster node list-cluster 1'

이 예제에서 "-cluster"는 objectType

이고 "1"은 objectId입니다. 명령은
클러스터 내의 모든 노드를 ID 1로
나열합니다.

다음 값을 표 형식 '이름 및 클러스터
ID’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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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volume list[-q][-

ObjectType<object-id>]'
지정된 개체에서 필터링한 후 볼륨을
나열합니다. ObjectType은 LUN,

qtree, 클러스터, 볼륨, 할당량, SVM

또는 애그리게이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um volume list-cluster 1'

이 예제에서 "-cluster"는 objectType

이고 "1"은 objectId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클러스터 내의 모든 볼륨이
ID 1로 나열됩니다.

다음 값을 표 형식 '볼륨 ID 및 볼륨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um quota user list[-q][-

ObjectType<object-id>]'
지정된 개체에서 필터링한 후 할당량
사용자를 나열합니다. ObjectType은
qtree, 클러스터, 볼륨, 할당량 또는
svm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um quota user list-cluster 1'

이 예제에서 "-cluster"는 objectType

이고 "1"은 objectId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클러스터 내의 모든 할당량
사용자에게 ID가 1로 표시됩니다.

ID, 이름, SID, 이메일 등 표 형식으로
다음 값을 표시합니다.

''um aggr list[-q][-

ObjectType<object-id>]'
지정된 개체에서 필터링한 후
애그리게이트를 나열합니다.

ObjectType은 디스크, 집계, 노드,

클러스터 또는 볼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um aggr list-cluster 1'

이 예제에서 "-cluster"는 objectType

이고 "1"은 objectId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클러스터 내의 모든
애그리게이트가 ID 1로 나열됩니다.

다음 값을 표 형식 '애그리게이트 ID 및
애그리게이트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um event ack <event-ids>'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승인합니다. 해당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vent-ids>'um event

resolve<event-ids>'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해당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이름><event-id>'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이벤트를 할당합니다. 해당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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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event list[-s<source>][-

S<event-state-filter-list>. ] [<event-

id>. ]

시스템 또는 사용자가 생성한
이벤트를 나열합니다. 소스, 상태 및
ID를 기준으로 이벤트를
필터링합니다.

표 형식 '소스, 소스 유형, 이름,

심각도, 상태’로 다음 값을 표시합니다.

User and Timestamp'(사용자 및
타임스탬프)를 선택합니다.

'um backup restore -f

<backup_file_path_and_name>'
7z 파일을 사용하여 MySQL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복원합니다.

해당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스크립트 창 및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크립트 페이지에서는 Unified Manager에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페이지

스크립트 페이지에서는 Unified Manager에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크립트를 경고와 연결하여 스토리지 객체를 자동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페이지에서는 Unified Manager에서 스크립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추가 *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는 스크립트 추가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 * 삭제 *

선택한 스크립트를 삭제합니다.

목록 보기

목록 보기에는 Unified Manager에 추가한 스크립트가 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 * 이름 *

스크립트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설명 *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스크립트 추가 대화 상자

스크립트 추가 대화 상자에서 Unified Manager에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객체에 대해 생성된 이벤트를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스크립트로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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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립트 파일 * 을 선택합니다

경고에 대한 스크립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설명 *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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