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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인벤토리 페이지를 사용하여 성능 모니터링

오브젝트 인벤토리 성능 페이지에는 오브젝트 유형 범주 내의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 정보,

성능 이벤트 및 오브젝트 상태가 표시됩니다. 클러스터 내에서 모든 노드 또는 모든 볼륨과 같은
각 개체의 성능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인벤토리 성능 페이지는 오브젝트 상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요를 제공하여 모든 오브젝트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하고 오브젝트 성능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색, 정렬 및 필터링을 통해 개체 재고 페이지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성능 문제가 있는 개체를 신속하게 찾고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개체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때 유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능 인벤토리 페이지의 개체는 개체 성능 중요도에 따라 정렬됩니다. 새로운 심각한 성능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가 먼저 나열되고 경고 이벤트가 있는 객체가 두 번째로 나열됩니다. 이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시각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능 데이터는 평균 7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객체 이름 열에서 객체 이름을 클릭하여 객체 재고 성능 페이지에서 객체 세부 정보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능/모든 노드 인벤토리 페이지에서 * 노드 * 열에서 노드 개체를 클릭합니다. 개체 세부 정보 페이지는 활성
이벤트의 side-by-side 비교를 포함하여 선택한 개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스토리지 객체에 대한 성능 인벤토리 페이지 보기

성능 인벤토리 페이지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애그리게이트, 볼륨 등과 같이 사용 가능한 각
스토리지 개체에 대한 성능 정보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개체 세부 정보 페이지에
연결하여 특정 개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기 페이지의 개체는 이벤트 중요도에 따라 정렬됩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개체가 먼저 나열되고 경고
이벤트가 있는 개체는 두 번째로 나열됩니다. 이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시각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데이터는 * Reports * 버튼을 사용하여 쉼표로 구분된 값(".csv") 파일, Microsoft Excel 파일(".xlsx")

또는 (".pdf") 문서로 내보낸 다음 내보낸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를 사용자 정의한
다음 * Scheduled Reports * 버튼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의 모든 필드는 사용자 정의 보기 및 보고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필드는 관련 페이지에 연결되어
보다 상세한 보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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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모든 클러스터 보기

Performance:All Clusters 보기에는 Unified Manager 인스턴스에서 모니터링하는 각 클러스터의 성능 이벤트, 데이터
및 구성 정보에 대한 개요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클러스터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성능 문제 및 임계값
이벤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능 임계값 정책 할당 * 및 * 성능 임계값 정책 지우기 * 버튼을 사용하여 개체 인벤토리 페이지의 모든 개체에 성능
임계값 정책을 할당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erformance:All Clusters 보기의 몇 가지 중요한 필드입니다.

• 클러스터 FQDN: 클러스터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 IOPS: 클러스터의 초당 입출력 작업 수

• MB/s: 클러스터에서 처리량(MiB/초 단위)입니다.

• 용량 필드: 가용 용량 및 총 용량(GiB)

•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클러스터 관리 LIF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IPv4 또는 IPv6)입니다.

• OS 버전: 클러스터에 설치된 ONTAP 소프트웨어 버전입니다.

다른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가 클러스터의 노드에 설치된 경우 가장 낮은 버전 번호가
표시됩니다. 성능: 모든 노드 보기에서 각 노드에 설치된 ONTAP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 임계값 정책: 이 스토리지 개체에서 활성 상태인 사용자 정의 성능 임계값 정책 또는 정책입니다. 줄임표(…)가
포함된 정책 이름 위에 커서를 놓으면 전체 정책 이름 또는 할당된 정책 이름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클릭하여 하나 이상의 개체를 선택할 때까지 성능 임계값 정책 할당 및 성능 임계값 정책 지우기 버튼이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성능: 모든 볼륨 보기

Performance:All Volumes 뷰에는 Unified Manager 인스턴스에서 모니터링되는 각 FlexVol 볼륨 및 FlexGroup

볼륨에 대한 성능 이벤트, 카운터 데이터 및 구성 정보의 개요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볼륨의 성능을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성능 문제 및 임계값 이벤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체의 대기 시간과 처리량을 분석하려면 자세히 옵션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 워크로드 분석 * 을 통해
워크로드 분석 페이지에서 성능 및 용량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에 대한 유효한 자격 증명이 있는
경우 System Manager에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DP) 볼륨의 경우 사용자 생성 트래픽에 대한 카운터 값만 표시됩니다. 루트 볼륨은 이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Performance:All Volumes 보기의 몇 가지 중요한 필드입니다.

• 스타일: FlexVol 또는 FlexGroup.

• 지연 시간: FlexVol 볼륨의 경우 모든 I/O 요청에 대한 볼륨의 평균 응답 시간으로, 작업당 밀리초 단위로
표시됩니다. FlexGroup 볼륨의 경우 이 지연 시간이 모든 구성 볼륨의 평균 지연 시간입니다.

• IOPS/TB: 워크로드에서 소비하는 총 공간(TB)을 기준으로 초당 처리되는 입출력 작업의 수입니다. 이 카운터는
지정된 양의 스토리지 용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을 측정합니다.

• IOPS: FlexVol 볼륨의 경우 볼륨에 대한 초당 입출력 작업 수입니다. FlexGroup 볼륨의 경우 모든 구성 볼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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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PS 합계입니다.

• MB/s: FlexVol 볼륨의 경우 초당 메가바이트 단위로 측정되는 볼륨의 처리량입니다. FlexGroup 볼륨의 경우 모든
구성 볼륨의 MB/s 합계입니다.

• 용량 필드: 가용 용량 및 총 용량(GiB)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스토리지 객체에 성능 임계값 정책 할당"

• "스토리지 개체에서 성능 임계값 정책 제거"

• "Unified Manager에서 모니터링하는 워크로드의 유형입니다"

• "특정 볼륨 또는 LUN에 적용된 QoS 정책 그룹 설정 보기"

•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계층화하도록 Unified Manager의 권장 사항 이해"

• "성능 차트를 확인하여 동일한 QoS 정책 그룹에 있는 볼륨 또는 LUN을 비교합니다"

성능: 모든 애그리게이트 보기

Performance:All 애그리게이트 뷰에는 Unified Manager 인스턴스에서 모니터링하는 각 애그리게이트의 성능 이벤트,

데이터 및 구성 정보의 개요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애그리게이트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성능 문제와 임계값
이벤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erformance:All aggregate 보기의 몇 가지 중요한 필드입니다.

• 유형: 집계 유형:

◦ HDD

◦ 하이브리드. HDD와 SSD를 결합하지만 Flash Pool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 하이브리드(Flash Pool) HDD와 SSD의 결합과 Flash Pool이 설정되었습니다.

◦ SSD를 지원합니다

◦ SSD(FabricPool): SSD와 클라우드 계층을 결합합니다

◦ HDD(FabricPool). HDD와 클라우드 계층 결합

◦ VMDisk(SDS): 가상 머신 내의 가상 디스크

◦ VMDisk(FabricPool). 가상 디스크와 클라우드 계층을 결합합니다

◦ LUN(FlexArray)

• Inactive Data Reporting(비활성 데이터 보고): 이 집계에서 비활성 데이터 보고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애그리게이트의 볼륨을 활성화하면 Performance:All Volumes 뷰에 콜드 데이터의 양이
표시됩니다. ONTAP 버전이 비활성 데이터 보고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이 필드의 값은 "N/A"입니다.

• 임계값 정책: 이 스토리지 개체에서 활성 상태인 사용자 정의 성능 임계값 정책 또는 정책입니다. 줄임표(…)가
포함된 정책 이름 위에 커서를 놓으면 전체 정책 이름 또는 할당된 정책 이름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클릭하여 하나 이상의 개체를 선택할 때까지 성능 임계값 정책 할당 및 성능 임계값 정책 지우기 버튼이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스토리지 객체에 성능 임계값 정책 할당"

• "스토리지 개체에서 성능 임계값 정책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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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모든 노드 보기

Performance:All Nodes 보기에는 Unified Manager 인스턴스에서 모니터링하는 각 노드에 대한 성능 이벤트, 데이터
및 구성 정보의 개요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노드의 성능을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성능 문제와 임계값 이벤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Flash Cache 읽기는 디스크에서 반환된 것이 아니라 캐시에서 처리된 노드의 읽기 작업 비율을
반환합니다. Flash Cache 데이터는 노드에 대해서만 표시되며 Flash Cache 모듈이 노드에 설치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보고서 * 메뉴에서 * 하드웨어 인벤토리 보고서 * 옵션은 Unified Manager와 관리 중인 클러스터가 외부 네트워크
연결이 없는 사이트에 설치될 때 제공됩니다. 이 버튼은 하드웨어 모델 번호 및 일련 번호, 디스크 유형 및 개수, 설치된
라이센스 등과 같은 클러스터 및 노드 정보의 전체 목록을 포함하는 .csv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보고 기능은 NetApp

Active IQ 플랫폼에 연결되지 않은 보안 사이트 내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데 유용합니다. 성능 임계값 정책 할당 * 및 *

성능 임계값 정책 지우기 * 버튼을 사용하여 개체 인벤토리 페이지의 모든 개체에 성능 임계값 정책을 할당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스토리지 객체에 성능 임계값 정책 할당"

• "스토리지 개체에서 성능 임계값 정책 제거"

• "계약 갱신을 위한 하드웨어 인벤토리 보고서를 생성하는 중입니다"

성능: 모든 스토리지 VM 보기

성능: 모든 스토리지 VM 뷰에는 Unified Manager 인스턴스에서 모니터링되는 각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의 성능
이벤트, 데이터 및 구성 정보에 대한 개요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SVM의 성능을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성능 문제 및
임계값 이벤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지연 시간 필드는 모든 I/O 요청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표시합니다.

이 페이지에 나열된 SVM에는 데이터 및 클러스터 SVM만 포함됩니다. Unified Manager는 관리 또는
노드 SVM을 사용하거나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스토리지 객체에 성능 임계값 정책 할당"

• "스토리지 개체에서 성능 임계값 정책 제거"

성능: 모든 LUN 보기

Performance: All LUNs 보기에는 Unified Manager 인스턴스에서 모니터링되는 각 LUN에 대한 성능 이벤트, 데이터
및 구성 정보의 개요가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LUN의 성능을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성능 문제 및 임계값 이벤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체의 대기 시간과 처리량을 분석하려면 자세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 워크로드 분석 * 을 실행하여 *

워크로드 분석 * 페이지에서 성능 및 용량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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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합성 보장 그룹 관계에서 LUN 모니터링"

• "LUN 프로비저닝"

• "스토리지 객체에 성능 임계값 정책 할당"

• "스토리지 개체에서 성능 임계값 정책 제거"

• "동일한 QoS 정책 그룹에 있는 볼륨 또는 LUN 보기".

• "특정 볼륨 또는 LUN에 적용된 QoS 정책 그룹 설정 보기"

• "API를 사용하여 LUN 프로비저닝"

성능: 모든 NVMe 네임스페이스 보기

Performance:All NVMe Namespaces 뷰에는 Unified Manager 인스턴스에서 모니터링되는 각 NVMe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성능 이벤트, 데이터 및 구성 정보의 개요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임스페이스의 성능과
상태를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문제 및 임계값 이벤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 중 다음과 같은 정보가 보고됩니다. Namespace 의 현재 상태입니다. * 오프라인 -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읽기
또는 쓰기 액세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 NVFail -

NVRAM 장애로 인해 네임스페이스가 자동으로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 공간 오류 - 네임스페이스에서
공간이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스토리지 객체에 성능 임계값 정책 할당"

• "스토리지 개체에서 성능 임계값 정책 제거"

성능: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보기

성능: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뷰는 Unified Manager의 이 인스턴스에서 모니터링되는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LIF)에 대한 성능 이벤트, 데이터 및 구성 정보의 개요를 표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인터페이스 성능을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성능 문제 및 임계값 이벤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erformance:All Network Interfaces 보기의
몇 가지 중요한 필드입니다.

• IOPS: 초당 입출력 작업 수입니다. IOPS는 NFS LIF 및 CIFS LIF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유형에 대해 N/A로
표시됩니다.

• 지연 시간: 모든 I/O 요청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으로, 작업 당 밀리초 단위로 표시됩니다. 지연 시간은 NFS LIF 및
CIFS LIF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유형에 대해 N/A로 표시됩니다.

• 홈 위치: 인터페이스의 홈 위치로, 노드 이름 및 포트 이름으로 표시되며 콜론(:)으로 구분됩니다. 위치가 줄임표(…

)로 표시되는 경우 위치 이름 위에 커서를 놓으면 전체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위치: 노드 이름 및 포트 이름으로 표시되며 콜론(:)으로 구분된 인터페이스의 현재 위치입니다. 위치가
줄임표(…)로 표시되는 경우 위치 이름 위에 커서를 놓으면 전체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 역할: 인터페이스 역할: 데이터, 클러스터, 노드 관리 또는 인터클러스터.

이 페이지에 표시되는 인터페이스에는 데이터 LIF, 클러스터 LIF, 노드 관리 LIF 및 인터클러스터 LIF가
있습니다. Unified Manager는 시스템 LIF를 사용하거나 표시하지 않습니다.

5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data-protection/view-lun-relationship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data-protection/view-lun-relationship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data-protection/view-lun-relationship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data-protection/view-lun-relationship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data-protection/view-lun-relationship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data-protection/view-lun-relationship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data-protection/view-lun-relationship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data-protection/view-lun-relationship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data-protection/view-lun-relationship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data-protection/view-lun-relationship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data-protection/view-lun-relationship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storage-mgmt/task_provision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storage-mgmt/task_provision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storage-mgmt/task_provision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volumes_or_luns_in_same_qos_policy_group.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view_qos_policy_group_settings_for_volumes_or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api-automation/concept_provision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api-automation/concept_provision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api-automation/concept_provision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api-automation/concept_provision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api-automation/concept_provision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api-automation/concept_provision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api-automation/concept_provision_lun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assign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to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https://docs.netapp.com/ko-kr/active-iq-unified-manager/performance-checker/task_remove_performance_threshold_policies_from_storage_objects.html


성능: 모든 포트 보기

성능: 모든 포트 보기에는 Unified Manager 인스턴스가 모니터링하는 각 포트의 성능 이벤트, 데이터 및 구성 정보가
개괄적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포트의 성능을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성능 문제 및 임계값 이벤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트 역할의 경우 네트워크 포트 기능이 데이터 또는 클러스터라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FCP 포트의 역할은 있을 수
없으며 해당 역할은 N/A로 표시됩니다

성능 카운터 값은 물리적 포트에만 표시됩니다. 카운터 값은 VLAN 또는 인터페이스 그룹에 대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스토리지 객체에 성능 임계값 정책 할당"

• "스토리지 개체에서 성능 임계값 정책 제거"

성능: QoS 정책 그룹 보기

QoS 정책 그룹 보기에는 Unified Manager에서 모니터링하는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QoS 정책 그룹이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기존 QoS 정책, 적응형 QoS 정책, 그리고 성능 서비스 수준을 사용하여 할당된 QoS 정책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Performance:QoS Policy Groups 뷰의 몇 가지 중요한 필드입니다.

• QoS 정책 그룹: QoS 정책 그룹의 이름입니다. Unified Manager 9.7 이상으로 가져온 NSLM(NetApp Service

Level Manager) 1.3 정책의 경우, 여기에 표시된 이름은 SVM 이름 및 NSLM에 성능 서비스 수준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이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정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NSLM_vs6_Performance_2_0"이라는 이름은
SVM "vs6"에서 생성된 NSLM 시스템 정의 "성능" PSL 정책이며 예상되는 지연 시간은 "2ms/op"입니다.

• SVM: QoS 정책 그룹이 속하는 스토리지 VM(SVM) 스토리지 VM 이름을 클릭하여 해당 스토리지 VM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 VM 유형이 클러스터를 나타내므로 관리 스토리지 VM에서 QoS 정책이
생성된 경우 이 필드는 비어 있습니다.

• 최소 처리량: 정책 그룹이 제공할 수 있는 최소 처리량(IOPS)입니다. 적응형 정책의 경우 할당된 스토리지 개체
크기를 기준으로 볼륨 또는 LUN에 할당된 TB당 최소 예상 IOPS입니다.

• 최대 처리량: 정책 그룹이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처리량(IOPS 및/또는 MB/s)입니다. 이 필드가 비어 있으면
ONTAP에 정의된 최대값이 무한함을 의미합니다. 적응형 정책의 경우 할당된 스토리지 개체 크기 또는 사용된
스토리지 개체 크기를 기준으로 볼륨 또는 LUN에 할당된 TB당 가능한 최대 IOPS입니다.

• 절대 최소 IOPS: 적응형 정책의 경우 예상되는 IOPS가 이 값보다 작을 때 재정의로 사용되는 절대 최소 IOPS

값입니다.

• 블록 크기: QoS 적응형 정책에 지정된 블록 크기입니다.

• 최소 할당: "할당된 공간" 또는 "사용된 공간"을 사용하여 최대 처리량(피크) IOPS를 결정합니다.

• 예상 지연 시간: 스토리지 입출력 작업에 대해 예상되는 평균 지연 시간입니다.

• 공유: 기존 QoS 정책의 경우 정책 그룹에 정의된 처리량 값이 여러 오브젝트 간에 공유되는지 여부입니다.

• Associated Objects: QoS 정책 그룹에 할당된 워크로드 수입니다. 확장 단추( ) QoS 정책 그룹 이름 옆에 있는
을 클릭하여 정책 그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봅니다.

• Allocated Capacity: QoS 정책 그룹에 있는 오브젝트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 Associated Objects: QoS 정책 그룹에 할당된 워크로드 수로, 볼륨 및 LUN으로 구분됩니다. 번호를 클릭하여
선택한 볼륨 또는 LUN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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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QoS 정책 그룹 정보를 사용하여 성능 관리".

성능 재고 페이지 콘텐츠 구체화

성능 개체의 인벤토리 페이지에는 개체 인벤토리 데이터 콘텐츠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능 개체 인벤토리 페이지에 포함된 정보는 대개 여러 페이지에 걸쳐 매우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포괄적인 데이터는 성능 모니터링, 추적 및 개선에 뛰어나지만 특정 데이터를 찾으려면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능 개체 인벤토리 페이지에는 검색, 정렬 및 필터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색 및 필터링이 함께 작동하여 결과를 더욱 좁힐 수 있습니다.

객체 재고 퍼포먼스 페이지에서 검색 중입니다

개체 인벤토리 성능 페이지에서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 검색 *

필드를 사용하여 개체 이름 또는 정책 이름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객체 및 관련 데이터를 빠르게 찾거나 정책을 신속하게 찾고 관련 정책 객체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검색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찾는 방법… 이 항목 입력…

특정 개체 개체 이름을 * 검색 * 필드에 입력하고 * 검색 * 을
클릭합니다. 검색한 개체와 관련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정의 성능 임계값 정책 정책 이름의 전체 또는 일부를 * 검색 * 필드에 입력하고
* 검색 * 을 클릭합니다. 검색한 정책에 할당된 객체가
표시됩니다.

객체 재고 퍼포먼스 페이지에서 정렬

객체 재고 퍼포먼스 페이지의 모든 데이터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능을 검사하거나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유용한 객체 재고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정렬 열은 강조 표시된 열 머리글 이름과 이름 오른쪽의 정렬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위쪽 화살표는 오름차순을 나타내고 아래쪽 화살표는 내림차순을 나타냅니다. 기본 정렬 순서는 * 상태 * (이벤트
중요도)로 내림차순으로 표시되며, 가장 중요한 성능 이벤트가 먼저 나열됩니다.

단계

1. 열 이름을 클릭하여 열의 정렬 순서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객체 재고 퍼포먼스 페이지 내용은 선택한 열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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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인벤토리 성능 페이지에서 데이터 필터링

객체 재고 퍼포먼스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특정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필터링을 사용하면 개체 재고 퍼포먼스 페이지의 내용을 좁혀 지정한 결과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성능 데이터만 표시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제공됩니다.

필터링 패널을 사용하여 기본 설정에 따라 그리드 보기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필터 옵션은 격자에서
보는 개체 유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필터가 현재 적용된 경우 필터 단추 오른쪽에 적용된 필터 수가 표시됩니다.

세 가지 유형의 필터 매개 변수가 지원됩니다.

매개 변수 검증

문자열(텍스트) 연산자는 * 포함 *, * 다음으로 시작 *, * 로 끝 *, * 포함하지
않음 * 입니다.

번호 연산자는 * 보다 * 큼, * 보다 작음 *, * 마지막 * 에서 * 사이
* 입니다.

Enum(텍스트) 연산자는 * 이고 * 는 * 입니다.

각 필터에는 열, 연산자 및 값 필드가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필터는 현재 페이지의 필터링 가능한 열을 반영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필터 수는 4개입니다. 필터링된 결과는 결합된 필터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필터링된 결과는
현재 표시된 페이지뿐만 아니라 필터링된 검색의 모든 페이지에 적용됩니다.

필터링 패널을 사용하여 필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페이지 맨 위에서 * 필터 * 버튼을 클릭합니다. Filtering(필터링) 패널이 표시됩니다.

2. 왼쪽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개체를 선택합니다(예: Cluster 또는 성능 카운터).

3. 가운데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사용할 연산자를 선택합니다.

4. 마지막 목록에서 값을 선택하거나 입력하여 해당 개체에 대한 필터를 완료합니다.

5. 다른 필터를 추가하려면 * + 필터 추가 * 를 클릭합니다. 추가 필터 필드가 표시됩니다. 위의 단계에 설명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이 필터를 완료합니다. 네 번째 필터를 추가하면 * + 필터 추가 * 버튼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6. 필터 적용 * 을 클릭합니다. 필터 옵션이 그리드에 적용되고 필터 버튼 오른쪽에 필터 수가 표시됩니다.

7. 필터 패널을 사용하여 제거할 필터의 오른쪽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개별 필터를 제거합니다.

8. 모든 필터를 제거하려면 필터링 패널 하단에 있는 * Reset * (재설정 *)을 클릭합니다.

필터링 예제

그림에는 3개의 필터가 있는 필터링 패널이 나와 있습니다. 최대 4개 이하의 필터가 있는 경우 * + 필터 추가 * 버튼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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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적용 * 을 클릭하면 필터링 패널이 닫히고 필터가 적용되고 적용된 필터 수가 표시됩니다( )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계층화하도록 Unified Manager의 권장 사항
이해

Performance: All Volumes(성능: 모든 볼륨) 보기에는 비활성(콜드) 상태인 볼륨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의 크기와 관련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경우에 따라 Unified Manager에서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의 클라우드 계층(클라우드 공급자 또는 StorageGRID)에 비활성
데이터를 계층화함으로써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특정 볼륨을 식별합니다.

FabricPool는 ONTAP 9.2에서 소개된 것으로, ONTAP 소프트웨어 9.2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를 계층화하려면 ONTAP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Unified Manager의 권장사항이
됩니다. 또한 ONTAP 9.4에 ' * auto * ' 계층화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 * all * ' 계층화 정책이 ONTAP

9.6에 도입되었으므로 자동 계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면 ONTAP 9.4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성능: 모든 볼륨 보기는 비활성 데이터를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디스크 사용률을 높이고 성능
계층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계층화 정책 *

계층화 정책은 볼륨의 데이터가 성능 계층에 유지되는지 또는 일부 데이터가 성능 계층에서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필드의 값은 볼륨이 현재 FabricPool 애그리게이트에 없는 경우에도 볼륨에 설정된 계층화 정책을 나타냅니다.

계층화 정책은 볼륨이 FabricPool 애그리게이트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콜드 데이터 *

콜드 데이터는 비활성(콜드) 상태인 볼륨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ONTAP 9.4 이상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만 여기에 값이 표시됩니다. 볼륨이 배포된 집계에 ' * inactive data

reporting parameter * '가 ' * enabled * '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소 냉각 일수 임계값이
충족되었습니다(' * 스냅샷 전용 *' 또는 ' * 자동 *' 계층화 정책을 사용하는 볼륨의 경우). 그렇지 않으면 값이
""N/A""로 표시됩니다.

• * 클라우드 권장사항 *

볼륨의 데이터 활동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면 Unified Manager에서 아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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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 데이터를 클라우드 계층으로 계층화하여 성능 계층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드 데이터 필드는 15분마다 업데이트되지만, 콜드 데이터 분석이 볼륨에 대해 수행되는 7일마다
클라우드 권장 사항 필드가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필드 간에 정확한 양의 콜드 데이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권장 사항 필드에는 분석이 실행된 날짜가 표시됩니다.

비활성 데이터 보고가 활성화되면 Cold Data(콜드 데이터) 필드에 정확한 양의 비활성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비활성
데이터 보고 기능이 없으면 Unified Manager는 성능 통계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볼륨에 비활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비활성 데이터의 양은 Cold Data(콜드 데이터) 필드에 표시되지 않지만, 커서를 * Tier * 라는 단어 위로 가져가면
클라우드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 권장 사항이 표시됩니다.

• * 학습 *. 권장 사항을 만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 계층 *. 분석 결과, 볼륨에 비활성(콜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하도록
볼륨을 구성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먼저 볼륨을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로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볼륨이 이미 FabricPool 애그리게이트에 있는 경우에는 계층화 정책만 변경하면 됩니다.

• * 작업 없음 *. 볼륨에 비활성 데이터가 거의 없거나 FabricPool 애그리게이트에 "자동" 계층화 정책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거나 볼륨이 데이터 보호 볼륨입니다. 이 값은 볼륨이 오프라인이거나 MetroCluster 구성에서 사용 중일
때도 표시됩니다.

볼륨을 이동하거나 볼륨 계층화 정책 또는 애그리게이트 비활성 데이터 보고 설정을 변경하려면 ONTAP System

Manager, ONTAP CLI 명령 또는 이러한 툴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로 Unified Manager에 로그인한 경우, * 계층 * 이라는 단어 위에
커서를 올리면 클라우드 권장 사항에서 * 볼륨 구성 *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System

Manager에서 Volumes 페이지를 열어 권장 사항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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