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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십시오

명령 포맷

CLI 개요

CLI(Command Line Interface)는 스토리지 어레이를 구성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CLI를 사용하면 DOS 'C:' 프롬프트, Linux 운영 체제 경로, Solaris 운영 체제 경로 등의 운영 체제
프롬프트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LI를 사용하면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의 유틸리티인 스크립트 엔진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엔진은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스크립트 엔진은 스크립트 파일을 통해서나 명령줄에서 직접
명령을 읽고 명령에 의해 지시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크립트 명령은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고 관리합니다. 스크립트 명령은 CLI 명령과는 다릅니다. 개별 스크립트 명령을
입력하거나 스크립트 명령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스크립트 명령을 입력할 때 CLI 명령에 스크립트 명령을
포함합니다. 스크립트 명령 파일을 실행하면 CLI 명령에 파일 이름이 포함됩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일부 소프트웨어 기능은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에 대한 질문은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CLI는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소프트웨어의 기능입니다.

CLI 구조

CLI 명령어의 구조

CLI 명령은 래퍼에 포함된 명령 래퍼 및 요소의 형식입니다. CLI 명령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 'SMcli’라는 용어로 식별되는 명령 래퍼입니다

• 스토리지 배열 식별자입니다

• 수행할 작업을 정의하는 터미널입니다

• 스크립트 명령

CLI 명령 래퍼는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를 식별하고, 운영 터미널을 내장하고, 스크립트 명령을 내장하고, 이러한
값을 스크립트 엔진에 전달하는 셸입니다.

모든 CLI 명령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SMcli *storageArray terminal script-commands*;

• 'SMcli’는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호출합니다.

• 'torageArray’는 스토리지 배열의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 터미널은 명령어의 환경 및 용도를 정의하는 CLI 값입니다.

• '스크립트-명령’은 스크립트 명령어를 포함하는 스크립트 파일의 이름 또는 하나 이상의 스크립트 명령어이다.

스크립트 명령은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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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구문, 매개 변수 이름, 옵션 또는 터미널이 없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SMcli' 문자열을 입력하면 스크립트
엔진은 사용 정보를 반환합니다.

대화식 모드

'smcli’와 스토리지 배열 이름을 입력하지만 CLI 매개변수, 스크립트 명령 또는 스크립트 파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명령줄
인터페이스가 대화형 모드로 실행됩니다. 대화형 모드에서는 'SMcli’로 명령을 미리 수정하지 않고 개별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모드에서는 단일 명령을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 전체 'smcli' 문자열을 입력하지 않고 다음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모드는 구성 오류를 확인하고 구성 변경을 빠르게 테스트하는 데 유용합니다.

대화식 모드 세션을 종료하려면 운영 체제별 명령을 입력합니다. Linux의 경우 이 키 조합은 * Control-D * 입니다.

Windows의 경우 이 키 조합은 * Control-Z + ENTER * 입니다.

CLI 명령 래퍼 구문입니다

CLI 명령 래퍼의 일반 구문 형식이 이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CLI 명령 래퍼 구문에서 사용되는 규칙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컨벤션 정의

"a b"

대체("a" 또는 "b") '기울임꼴-단어'

매개변수(변수에 대한 응답)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
입력이 필요합니다.

'[... ]'(대괄호)

0 또는 1 발생(대괄호는 일부 명령 매개 변수의 구분
기호로도 사용됨)

'{... }'(중괄호)

0회 이상 발생 '(a

b c)'

대안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a &

b" 및/또는 이 기능은 하나 또는 두 컨트롤러 IP 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우 https 클라이언트 모드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컨트롤러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SMcli가
대체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또한 펌웨어 다운로드와 같이
두 IP 주소가 모두 필요한 경우를 다룹니다.

모든 CLI 명령을 실행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CLI 명령은 관리자 권한 없이
실행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명령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권한이 없기 때문에 CLI 명령이
실행되지 않으면 종료 코드 12가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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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클라이언트 모드의 예

다음 예에서는 에 설명된 "https" 클라이언트 모드 명령줄 매개 변수를 보여 줍니다 명령줄 매개변수.

SMcli (Controller A host-name-or-IP-address&|

Controller B host-name-or-IP-address)  -u username -p password -c

"commands;" [-clientType (auto | https | symbol)]

clientType을 지정하지 않고 -u 옵션과 username 변수를 포함하면 https 또는 'symbol' 클라이언트
모드 중 사용 가능한 모드를 사용합니다.

기호 클라이언트 모드의 예

다음 예제는 에서 설명한 '기호' 클라이언트 모드 명령줄 매개변수를 보여줍니다 명령줄 매개변수.

SMcli **-a** **email:** email-address [host-name-or-IP-address1 [host-

name-or-IP-address2]] [**-n** storage-system-name | **-w** wwID | **-h**

host-name] [**-I** information-to-include] [**-q** frequency] [**-S**]

E2800 또는 E5700 스토리지 어레이에서는 '-A' 명령줄 옵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SMcli **-x** **email:** email-address [host-name-or-IP-address1 [host-

name-or-IP-address2]] [**-n** storage-system-name | **-w** wwID | **-h**

host-name] [**-S**]

E2800 또는 E5700 스토리지 어레이에서는 '-x' 명령줄 옵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SMcli (**-a** | **-x**) **trap:** community, host-name-or-IP-address

[host-name-or-IP-address1 [host-name-or-IP-address2]] [**-n** storage-

system-name | **-w** wwID | **-h** host-name] [**-S**]

E2800 또는 E5700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a' 및 '-x' 명령줄 옵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SMcli **-d** [**-w**] [**-i**] [**-s**] [**-v**] [**-S**]

E2800 또는 E5700 스토리지 어레이에서는 '-s' 명령줄 옵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SMcli host-name-or-IP-address **-F** email-address [**-g**

contactInfoFil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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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li **-A** [host-name-or-IP-address [host-name-or-IP-address]] [**-S**]

SMcli **-X **(**-n** storage-system-name | **-w** wwID | **-h** host-name)

SMcli **-?**

다운로드 가능한 SMcli 명령줄 매개변수

11.60 이상 다운로드 가능한 SMcli 명령줄 매개변수

SANtricity OS 11.60 릴리스에는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직접 http 기반 버전의 CLI("보안 CLI" 또는
SMcli라고도 함)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Mcli의 다운로드 가능한 버전은 EF600,

EF300, E5700, EF570, E2800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F280 컨트롤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내에서 SMcli를
다운로드하려면 * 설정 * > * 시스템 * 및 * 추가 기능 * > * 명령줄 인터페이스 * 를 선택합니다.

CLI 명령을 실행하려는 관리 시스템에서 Java Runtime Environment(JRE) 버전 8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버전의 SMcli와 마찬가지로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는 SMcli에는 고유한 매개변수
세트가 있습니다. SANtricity OS 11.53 및 이전 릴리스에 대한 명령줄 매개 변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레거시 명령줄 매개변수

다단계 인증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이 활성화된 경우 액세스 토큰만 CLI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ML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이름/암호 또는 액세스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토큰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정의

-t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인증에 사용할 액세스 토큰을
정의합니다.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제공하는 대체 토큰입니다.

-T (대문자) 이 인수에는 다음 두 인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access_token-file - 인증에 사용할 액세스
토큰을 포함합니다

• -(dash) - stdin에서 액세스 토큰을 읽습니다

'-u' 에 이 매개 변수를 따릅니다 username 변수. 이 매개
변수는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지 않을 때마다 필요합니다.

4

https://docs.netapp.com/ko-kr/e-series-cli/get-started/get-started/command-line-parameters.html
https://docs.netapp.com/ko-kr/e-series-cli/get-started/get-started/command-line-parameters.html
https://docs.netapp.com/ko-kr/e-series-cli/get-started/get-started/command-line-parameters.html
https://docs.netapp.com/ko-kr/e-series-cli/get-started/get-started/command-line-parameters.html
https://docs.netapp.com/ko-kr/e-series-cli/get-started/get-started/command-line-parameters.html


매개 변수 정의

'-p' 명령을 실행할 스토리지 배열의 암호를 정의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스토리지 배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암호는 실행 중인 스크립트 파일에 지정됩니다.

-P (대문자) 이 인수에는 다음 두 인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PASSWORD_FILE' - 인증에 사용할 암호를
포함합니다.

• '-'(대시 하나) - '스타딘’에서 암호를 읽습니다.

일반 https 모드 명령줄 매개 변수입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SMcli는 https 모드만 지원합니다. 다음은 https 모드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줄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정의

'_host-name-or-ip-address _' 호스트 이름 또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지정합니다

(xxx.xxx.xxx.xxx)를 선택합니다.

각 컨트롤러의 이더넷 연결을 통해 대역외 스토리지

관리를 관리하는 경우 를 지정해야 합니다 host-name-

or-IP-address 합니다.

'-k' 이 선택적 인수를 사용하면 가 허용됩니다 https

클라이언트가 안전하지 않은 모드로 작동합니다. 즉,

스토리지 어레이의 인증서가 검증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수를 생략하면 적절한 유효성 검사가
수행됩니다.

스토리지 배열 인증서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저장된 인증서
관리 명령줄 매개 변수입니다.

'-e' 구문 검사를 먼저 수행하지 않고 명령을 실행합니다.

-L (대문자) 다운로드 가능한 SMcli에 대한 법적 고지 사항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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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정의

'-n' 스크립트 명령을 실행할 로컬에 저장된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를 사용할 때 선택 사항입니다

host-name-or-IP-address. 에 로컬로 저장된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host-name-or-IP-address

사용되지 않습니다.

로컬에 저장된 레이블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저장된
배열 관리 명령줄 매개변수.

'-o' 스크립트 명령을 실행한 결과에 해당하는 모든 출력
텍스트의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다음 매개변수와 함께 '-

o'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 '-c'

• "-f"

출력 파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출력 텍스트가 표준

출력으로 이동합니다 stdout)를 클릭합니다. 스크립트

명령이 아닌 명령의 모든 출력이 로 전송됩니다 stdout,

이 매개 변수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

'-S'(대문자) 스크립트 명령을 실행할 때 나타나는 명령 진행률을
설명하는 정보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정보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무음 모드라고도 합니다.) 이
매개 변수는 다음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구문 검사 수행 중"

• '인두 확인 완료

• "스크립트 실행 중"

• '스크립트 실행 완료'

• 'Mcli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version 다운로드 가능한 SMcli 버전을 표시합니다

'-? CLI 명령에 대한 사용 정보를 표시합니다.

저장된 스토리지 관리

다음 명령줄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로컬에 저장된 레이블을 통해 저장된 배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컬에 저장된 레이블이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아래에 표시되는 실제 스토리지 배열 이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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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정의

SMcli storageArrayLabel show all 로컬에 저장된 모든 레이블 및 관련 주소를 표시합니다

SMcli storageArrayLabel show label

<LABEL>

이름이 인 로컬에 저장된 레이블과 연결된 주소를

표시합니다 <LABEL>

SMcli storageArrayLabel delete all 로컬에 저장된 모든 레이블을 삭제합니다

SMcli storageArrayLabel delete label

<LABEL>

이름이 인 로컬에 저장된 레이블을 삭제합니다 <LABEL>

SMcli <host-name-or-IP-address> [host-

name-or-IP-address] storageArrayLabel

add label <LABEL>

• 로컬에 저장된 라벨을 이름과 함께 추가합니다

<LABEL> 제공된 주소를 포함합니다

• 업데이트는 직접 지원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하려면
레이블을 삭제한 다음 다시 추가하십시오.

SMcli는 로컬에 저장된 레이블을 추가할
때 스토리지 배열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 정의

SMcli localCertificate show all 로컬에 저장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모두 표시합니다

SMcli localCertificate show alias

<ALIAS>

로컬에 저장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별칭과 함께

표시합니다 <ALIAS>

SMcli localCertificate delete all 로컬에 저장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모두 삭제합니다

SMcli localCertificate delete alias

<ALIAS>

로컬로 저장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별칭과 함께

삭제합니다 <ALIAS>

SMcli localCertificate trust file

<CERT_FILE> alias <ALIAS>

•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별칭과 함께 저장합니다

<ALIAS>

•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는 웹 브라우저 사용과 같은
별도의 작업으로 컨트롤러에서 다운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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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정의

SMcli <host-name-or-IP-address> [host-

name-or-IP-address] localCertificate

trust

• 각 주소에 연결하고 반환된 인증서를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 지정한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는 이러한 방식으로
저장된 각 인증서의 별칭으로 사용됩니다

• 사용자는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컨트롤러의
인증서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파일을 사용하는 trust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 유효성 검사와 이 명령 실행 간에
인증서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레거시 명령줄 매개변수

11.53 및 이전 명령줄 매개변수

SANtricity OS 11.40 릴리즈에는 웹 서비스가 내장된 E2800 및 E5700 컨트롤러용으로 보안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러는 명령줄 상호 작용에 기호
프로토콜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호 프로토콜은 E2700 및 E5600 컨트롤러에서 지원되는 유일한
프로토콜입니다. 기존 스크립트를 보존하고 전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CLI 옵션과 문법은 최대한 보존됩니다. 하지만
보안, 인증, AutoSupport, 경고 메시지와 관련하여 해당 컨트롤러에 대해 일부 CLI 문법을 렌더링하는 E2800 및
E5700 컨트롤러의 기능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할 경우 E2800 또는
E5700에서는 문법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https * ' 클라이언트 유형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매개 변수의 경우 E2800 또는 E5700 컨트롤러에만 적용됩니다.

매개 변수 정의

'-clientType' 이 인수를 사용하면 적절한 스크립트 엔진이 생성됩니다.

다음 값 중 하나와 함께 이 선택적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 '* auto*' - 적절한 스크립트 엔진 유형을 감지하기 위해
장치 검색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 '* https*' - REST 기반 스크립트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 '* symbol*' - 기호 기반 스크립트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u' 'username' 변수를 사용하여 이 매개변수를 따르십시오.

사용자 이름은 '* https*' 클라이언트 유형에만 필요합니다.

이 인수는 '* symbol*' 클라이언트 유형에 적용할 수
없으며 자동으로 무시됩니다.

username 인수를 지정하면 장치 검색을 수행하여 올바른
클라이언트 유형("* https*" 대)을 확인합니다 ' * symb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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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정의

'-P' 이 인수에는 다음 두 인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PASSWORD_FILE' - 인증에 사용할 암호를
포함합니다.

• '-'(대시 하나) - '스타딘’에서 암호를 읽습니다.

이 인수의 추가는 '* https*' 클라이언트 유형 또는 '*

symbol*' 클라이언트 유형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컨트롤러에 적용됩니다.

'-k' 이 선택적 인수를 사용하면 '* https*' 클라이언트가
안전하지 않은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스토리지
어레이의 인증서가 검증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수를 생략하면 적절한 인증이 수행됩니다. 이 인수는 '*

symbol*' 클라이언트 유형에 적용할 수 없으며 자동으로
무시됩니다.

E2700 또는 E5600 컨트롤러에만 적용되는 명령줄 매개 변수입니다

E2700 및 E5600 컨트롤러에는 알림 관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명령줄 매개 변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는 E2800 또는 E5700 컨트롤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 정의

``A’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트랩
대상 또는 e-메일 주소 경고 대상을 추가합니다.

• SNMP 트랩 대상을 추가하면 SNMP 커뮤니티가
트랩의 커뮤니티 이름으로 자동 정의되고 "* host*"는
트랩이 전송될 시스템의 IP 주소 또는 DNS(Domain

Name Server) 호스트 이름입니다.

• 경고 대상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추가할 때, 경고
메시지를 보낼 이메일 주소는 '* email-

address*'입니다.

이 명령줄 옵션은 E2800 및 E5700

스토리지 어레이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RESTful API, SANtricity System

Manager 또는 curl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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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정의

'-m' e-메일 경고 알림을 보내는 e-메일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 명령줄 옵션은 E2800 및 E5700

스토리지 어레이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RESTful API, SANtricity System

Manager 또는 curl 명령을 사용합니다.

'-s'(소문자) 는 '-d' 매개변수와 함께 사용할 때 구성 파일의 경고
설정을 표시합니다.

이 명령줄 옵션은 E2800 및 E5700

스토리지 어레이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RESTful API, SANtricity System

Manager 또는 curl 명령을 사용합니다.

'-x'(소문자) SNMP 트랩 대상 또는 e-메일 주소 경고 대상을
제거합니다. 'community'는 트랩의 SNMP 커뮤니티
이름이고, 'host'는 트랩을 보낼 시스템의 IP 주소 또는
DNS 호스트 이름입니다.

이 명령줄 옵션은 E2800 및 E5700

스토리지 어레이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RESTful API, SANtricity System

Manager 또는 curl 명령을 사용합니다.

심볼 클라이언트 유형으로 실행되는 모든 컨트롤러에 적용되는 명령줄 매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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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정의

'-R'(대문자) 암호의 사용자 역할을 정의합니다. 역할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 admin*' — 사용자에게 스토리지 배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 monitor*' — 사용자에게 스토리지 배열 구성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변경할 수 없습니다.

'-R' 매개변수는 스토리지 배열의 암호를 정의하도록
지정하는 '–p' 매개변수와 함께 사용할 때만 유효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서 이중 암호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

-R' 매개변수가 필요합니다. 다음 조건에서는 '-R'

매개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스토리지 배열에서 이중 암호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관리자 역할이 하나만
설정되어 있고 모니터 역할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컨트롤러 및 모든 클라이언트 유형에 적용되는 명령줄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정의

'_host-name-or-ip-address _' 대역내 관리형 스토리지 배열 또는 대역외 관리 스토리지
배열의 호스트 이름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xxx.xxx.xxx.xxx')를 지정합니다.

• 대역내 스토리지 관리를 통해 호스트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을 관리하는 경우 호스트에 둘 이상의
스토리지 배열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n' 매개 변수
또는 '-w' 매개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각 컨트롤러의 이더넷 연결을 통해 대역외 스토리지
관리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를 관리하는 경우
컨트롤러의 'host-name-or-ip-address'를 지정해야
합니다.

• 이전에 Enterprise Management Window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한 경우, '-n'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으로 스토리지 배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Enterprise Management Window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한 경우, '-w'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WWID(World Wide Identifier)로 스토리지
배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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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정의

``A’ 구성 파일에 스토리지 배열을 추가합니다. 'host-name-or-

ip-address'가 있는 '-a' 매개 변수를 따르지 않으면 자동
검색 기능이 로컬 서브넷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검색합니다.

'-c' 지정된 스토리지 배열에서 실행할 스크립트 명령을 하나
이상 입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각 명령을 세미콜론
(';')으로 종료합니다. 동일한 명령줄에 둘 이상의 '-c' 매개
변수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c' 매개 변수 뒤에 둘 이상의
스크립트 명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d' 스크립트 구성 파일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파일 내용의
형식은 'storage-system-name host-name1 host-

name2'입니다

'-e' 구문 검사를 먼저 수행하지 않고 명령을 실행합니다.

'-F'(대문자) 모든 알림을 보낼 e-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f'(소문자) 지정된 스토리지 배열에서 실행할 스크립트 명령이 포함된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f' 파라미터는 스크립트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c' 파라미터와
유사하다. '-c' 매개변수는 개별 스크립트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f' 파라미터는 스크립트 명령어 파일을
실행한다. 기본적으로 파일에서 스크립트 명령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오류는 무시되고 파일은 계속
실행됩니다. 이 동작을 무시하려면 스크립트 파일에서
'show session errorAction=stop' 명령을 사용합니다.

'-g' 모든 e-메일 경고 알림에 포함될 e-메일 보낸 사람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ASCII 파일을 지정합니다. CLI에서는
ASCII 파일이 텍스트 전용이며 구분 기호 또는 예상되는
형식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userdata.txt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g'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h' 스토리지 배열이 연결되어 있는 SNMP 에이전트를 실행
중인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다음 매개변수와 함께 '-h'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 ``A’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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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정의

'-I'(대문자) e-메일 알림 알림에 포함할 정보 유형을 지정합니다. 다음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메일 내용에는 이벤트 정보만 포함돼 있습니다.

• 프로필=e-메일에는 이벤트와 스토리지 프로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이메일 전달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I'(소문자) 에는 알려진 스토리지 시스템의 IP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i' 파라미터를 '-d' 파라미터와 함께 사용합니다. 파일
내용은 'storage-system-name ip-address1 IPaddress2'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n' 스크립트 명령을 실행할 스토리지 배열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이름은 'host-name-or-ip-address'를
사용할 때 선택 사항입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관리하기
위해 대역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주소에 있는
호스트에 둘 이상의 스토리지 배열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n' 매개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host-name 또는 -ip

-addres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스토리지 배열 이름이
필요합니다. Enterprise Management

Window(엔터프라이즈 관리 창)에서 사용하도록 구성된
스토리지 배열의 이름(즉, 구성 파일에 이름이 나열됨)은
구성된 다른 스토리지 배열의 중복 이름이 아니어야
합니다.

'-o' 스크립트 명령을 실행한 결과에 해당하는 모든 출력
텍스트의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다음 매개변수와 함께 '-

o'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 '-c'

• "-f"

출력 파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출력 텍스트가 표준
출력(stdout)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립트 명령이 아닌
명령의 모든 출력은 이 매개 변수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stdout에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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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정의

'-p' 명령을 실행할 스토리지 배열의 암호를 정의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스토리지 배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암호는 실행 중인 스크립트 파일에 지정됩니다.

• '-c' 매개변수와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암호를
지정합니다.

set session password=password

'-P' 이 인수에는 다음 두 인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PASSWORD_FILE' - 인증에 사용할 암호를
포함합니다.

• '-'(대시) - '스댕’에서 암호를 읽습니다.

이 인수의 추가는 '* https*' 클라이언트 유형 또는 '*

symbol*' 클라이언트 유형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컨트롤러에 적용됩니다.

'-q' 이벤트 알림을 수신할 빈도와 이벤트 알림에 반환되는
정보 유형을 지정합니다. 모든 중요 이벤트에 대해 최소
기본 이벤트 정보가 포함된 e-메일 경고 알림이 항상
생성됩니다. 이 값은 '-q' 파라미터에 유효합니다.

• 모든 이벤트 - e메일 알림 때마다 정보가 반환됩니다.

• 2-2시간마다 한 번 이상 정보가 반환됩니다.

• 4시간=4시간마다 한 번 이상 정보가 반환됩니다.

• 8시간=8시간마다 한 번 이상 정보가 반환됩니다.

• 12시간 — 12시간마다 한 번 이상 정보가 반환됩니다.

• 24시간=24시간마다 한 번 이상 정보가 반환됩니다.

'-i'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e-메일 알림 메시지에 정보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i' 매개변수를 'eventOnly’로 설정하면 '-q' 매개
변수에 대해 유효한 값은 'everyEvent’뿐입니다.

• '-i' 파라미터를 'profile' 값 또는 'upportBundle' 값으로
설정하면 이 정보가 '-q' 파라미터에 지정된 빈도로
이메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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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정의

'-quick' 단일 라인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입니다.

단일 행 작업의 예로는 "스냅샷 볼륨 생성" 명령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는 명령의 지속 시간 동안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시간을
줄입니다. 하나 이상의 단일 행 작업이 포함된 작업에는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명령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컨트롤러가 처리할 수 있는 명령보다 더 많은
명령으로 컨트롤러를 오버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작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수집된 상태 업데이트 및 구성 업데이트는
CLI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매개 변수는 배경 정보에
의존하는 작업이 실패하도록 합니다.

'-S'(대문자) 스크립트 명령을 실행할 때 나타나는 명령 진행률을
설명하는 정보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정보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무음 모드라고도 합니다.) 이
매개 변수는 다음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구문 검사 수행 중"

• '인두 확인 완료

• "스크립트 실행 중"

• '스크립트 실행 완료'

• 'Mcli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v' '-d' 매개변수와 함께 사용할 경우 구성 파일에 있는 알려진
장치의 현재 전역 상태를 표시합니다.

'-w' 스토리지 배열의 WWID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n'

파라미터를 대체하는 파라미터이다. 알려진 스토리지
배열의 WWID를 표시하려면 '-d' 매개 변수와 함께 '-w'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파일 내용은 'storage-system-

name world-wide-ID IP-address1 IP-address2'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X'(대문자) 구성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삭제합니다.

'-? CLI 명령에 대한 사용 정보를 표시합니다.

스크립트 명령 구조

스크립트 명령의 구조

모든 스크립트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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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 operand-data* (*statement-data*)

• '명령’은 수행할 동작을 나타냅니다.

• '피연산자 데이터’는 구성하거나 관리할 스토리지 배열과 연결된 개체를 나타냅니다.

• '감소 데이터’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FINUIJOR-DATA' 구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object-type* | all *object-types* | [*qualifier*] (*object-type*

[*identifier*] (*object-type* [*identifier*] | *object-types*

[*identifier-list*])))

개체는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개체 형식 — 명령이 특정 개체를 참조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all*' 매개 변수 접두사 — 명령이 스토리지 배열에 지정된 형식의 모든 개체(예: '* allVolumes*')를 참조할 때
사용합니다.

• 대괄호 — 특정 개체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여 개체를 식별할 때 사용합니다(예: " * volume [engineering] * ").

• 식별자 목록 — 객체의 하위 집합을 지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개체 식별자를 대괄호로 묶습니다(예: " *

volumes[sales engineering marketing] * ").

객체를 설명하는 추가 정보를 포함하려면 한정자가 필요합니다.

각 개체 형식과 관련된 개체 형식과 식별자는 이 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체 유형 ID입니다

' * controller * ' a 또는 b

' * 드라이브 * ' 서랍이 있는 인클로저의 경우 트레이 ID, 서랍 ID 및 슬롯
ID를 사용하십시오. 또는 용지함 ID와 슬롯 ID만 있으면
됩니다.

'* 치환 드라이브 * ' 서랍이 있는 인클로저의 경우 트레이 ID, 서랍 ID 및 슬롯
ID를 사용하십시오. 또는 용지함 ID와 슬롯 ID만 있으면
됩니다.

'* 드라이브 채널 * ' 드라이브 채널 식별자입니다

' * host * ' 사용자 레이블

'* hostChannel*' 호스트 채널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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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유형 ID입니다

'* hostGroup*' 사용자 레이블

'* hostPort*' 사용자 레이블

' * iscsiInitiator * ' 사용자 레이블 또는 IQN(iSCSI Qualified Name)

' * iscsiTarget * ' 사용자 레이블 또는 IQN입니다

' * storageArray * ' 해당 없음

' * 트레이 * ' 용지함 ID

' * 볼륨 * ' 볼륨 사용자 레이블 또는 볼륨 WWID(World Wide

Identifier)('Set' 명령만 해당)

' * volumeCopy * ' 타겟 볼륨 사용자 레이블 및 소스 볼륨 사용자 레이블(선택
사항

' * volumeGroup * ' 사용자 레이블

유효한 문자는 영숫자, 하이픈 및 밑줄입니다.

문 데이터는 다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매개 변수 = 값(' * raidLevel = 5 *' 등)

• Parameter-name(* batteryInstallDate* 등)

• operation-name(* 중복 검사*' 등)

사용자 정의 항목(예: 사용자 레이블)을 변수라고 합니다. 구문에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예: 트레이ID, 볼륨 그룹
이름).

스크립트 명령의 시놉시스입니다

스크립트 명령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의 다양한 측면(예: 호스트 토폴로지, 드라이브 구성, 컨트롤러 구성, 볼륨 정의
및 볼륨 그룹 정의)을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명령 수는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명령은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거나 유지 관리하기 위해 명령을 적용할 때 다시 사용되는 일반 범주에 속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스크립트 명령의
일반적인 형식과 각 명령의 정의를 보여 줍니다.

구문 설명

accept object

{statement-data}

보류 중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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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설명

activate object

{statement-data}

환경이 이미 올바르게 설정된 경우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합니다.

autoConfigure storageArray

{statement-data}

에서는 명령에 지정된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구성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check object

{statement-data}

동기식 작업인 개체의 오류를 보고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clear object

{statement-data}

개체의 일부 특성 내용을 삭제합니다. 이 작업은
파괴적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create object

{statement-data}

지정된 형식의 개체를 만듭니다.

deactivate object

{statement-data}

작업 환경을 제거합니다.

delete object
이전에 만든 개체를 삭제합니다.

diagnose object

{statement-data}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표시합니다.

disable object {statement-data}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download object

{statement-data}

스토리지 배열 또는 스토리지 배열에 연결된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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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설명

enable object

{statement-data}

작동할 피처를 설정합니다.

load object

{statement-data}

스토리지 배열 또는 스토리지 배열에 연결된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 명령은 기능적으로 'download'

명령과 유사합니다.

recopy object

{statement-data}

기존 볼륨 복사본 쌍을 사용하여 볼륨 복사본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매개 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cover object

{statement-data}

저장된 구성 데이터와 문 매개 변수에서 개체를 다시
만듭니다. (이 명령은 'create' 명령과 비슷합니다.)

remove object

{statement-data}

개체 간의 관계를 제거합니다.

repair object

{statement-data}

'check' 명령으로 발생한 오류를 복구합니다.

replace object

{statement-data}

지정된 객체는 스토리지 배열의 기존 객체를 대체합니다.

reset object

{statement-data}

하드웨어 또는 개체를 초기 상태로 반환합니다.

resume object
일시 중지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일시 중단되었을 때
작업이 중지된 위치에서 시작됩니다.

revive object
개체를 Failed 상태에서 Optimal 상태로 강제 설정합니다.

이 명령은 오류 복구 절차의 일부로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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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설명

save object

{statement-data}

개체에 대한 정보를 파일에 씁니다.

set object

{statement-data}

개체 특성을 변경합니다. 명령이 반환되면 모든 변경이
완료됩니다.

show object

{statement-data}

개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start object

{statement-data}

비동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일부 작업은 시작된 후에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작업의 진행률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stop object

{statement-data}

비동기 작업을 중지합니다.

suspend object

{statement-data}

작업을 중지합니다. 그런 다음 일시 중단된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일시 중지된 지점부터 계속됩니다.

validate object

{statement-data}

보안 키를 확인합니다.

반복 구문 요소

반복 구문 요소는 스크립트 명령에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와 옵션의 일반적인 범주입니다. 다음 표에서는 반복 구문
요소에 사용되는 규칙을 보여 줍니다.

컨벤션 정의

' * b * '

대체("a" 또는 "b") 이탤릭체로 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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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정의

매개변수(변수에 대한 응답)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
입력이 필요합니다.

'[... ]'(대괄호)

0 또는 1 발생(대괄호는 일부 명령 매개 변수의 구분
기호로도 사용됨)

'{... }'(중괄호)

0회 이상 발생 (*

b c *)

다음 표에서는 반복 구문 매개 변수와 반복 구문 매개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을 보여 줍니다.

반복 구문 구문 값

'autoconfiguration-vols-attr-value-list' 'autoconfiguration-vols-attr-value-pair'{'autoconfigure-

vols-attr-value-pair'}

'autoconfigure-vols-attr-value-pair'
driveType=drive-type

driveMediaType=drive-media-type raidLevel=raid-level

volumeGroupWidth=integer-literal volumeGroupCount=integer-literal

volumesPerGroupCount=integer-literal6 hotSpareCount=integer-literal

segmentSize=segment-size-spec cacheReadPrefetch=(TRUE

FALSE) securityType=(none capable

enabled)7 dataAssurance=(none

enabled)5 ---- 'boolean'

(TRUE
FALSE) ----

'cache-flush-modifier-setting'
immediate, 0, .25, .5, .75, 1,

1.5, 2, 5, 10, 20, 60, 120, 300,

1200, 3600, infinite

'capacity-spec' 'integer-literal''[KB

MB GB

TB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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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구문 구문 값

'count-based-repository-spec'
repositoryRAIDLevel =repository-

raid-level

repositoryDriveCount=integer-

literal

[repositoryVolumeGroupUserLabel

=user-label] [driveType=drive-

type4

] [trayLossProtect=(TRUE

FALSE)1] [drawerLossProtect=(TRUE

FALSE)2] [dataAssurance=(none

enabled)5] ----

'create-raid-vol-attr-value-list' 'create-raid-volume-attribute-value-pair'{'create-raid-

volume-attribute-value-pair'}

'create-raid-volume-attribute-value-pair'
capacity=capacity-spec

owner=(a b)

cacheReadPrefetch=(TRUE FALSE)

segmentSize=integer-literal usageHint=usage-hint-spec ----

'create-volume-copy-attr-value-list' 'create-volume-copy-attr-value-pair'{'create-volume-

copy-attr-value-pair'}

'create-volume-copy-attr-value-pair'
copyPriority=(highest

high medium

low lowest)

targetReadOnlyEnabled=(TRUE FALSE)

copyType=(offline online)

repositoryPercentOfBase=(20 40

60 120

default) repositoryGroupPreference=(sameAsSource

otherThanSource default) ----

'drive-media-type' ((H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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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구문 구문 값

SSD Unknown

allMedia)'_HDD_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의미합니다.

_SSD_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를 의미합니다.

'_ 드라이브 - spec _'

'trytrID,slotID' 또는 'ytrID,drawerID,slotID' 드라이브는
쉼표로 구분된 두 개 또는 세 개의 정수 리터럴 값으로
정의됩니다. 저밀도 용지함에는 두 개의 값이 필요합니다.

서랍이 있는 용지함인 고밀도 용지함에는 3개의 값이
필요합니다.

'_drive-spec-list _'

'drive-spec''drive-spec' 'drive-type’입니다

((fiber sata

sas))

[NOTE] ==== SAS 드라이브만 펌웨어 버전 7.86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

'error-action'

'(stop continue)'

`_ 이더넷-포트-옵션 _'
enableIPv4=(TRUE

FALSE) enableIPv6=(TRUE

FALSE) IPv6LocalAddress=ipv6-address

IPv6RoutableAddress=ipv6-address IPv6RouterAddress=ipv6-address

IPv4Address=ip-address IPv4ConfigurationMethod= (static

dhcp) IPv4GatewayIP=ip-address

IPv4SubnetMask=ip-address duplexMode=(TRUE

FALSE) portSpeed=(autoNegotiate

10 100

1000) ---- '_feature-identifier _'(이)가 있습니다

SANtricity 11.40의 모든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파일 이름'

'string-literal' 'gid'

'string-literal' 'hex-li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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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구문 구문 값

0x00-0xff 범위의 리터럴입니다. 'HOST-CARD-IDENTIFIER'

((1 2

3 4))

'host-type' '문자열 리터럴'

'정수 리터럴' 'instance-based-repository-spec'

(repositoryRAIDLevel =repository-

raid-level repositoryDrives=

(drive-spec-list)

[repositoryVolumeGroupUserLabel

=user-label]

[trayLossProtect=(TRUE

FALSE)1])

[drawerLossProtect=(TRUE FALSE)2])

(repositoryVolumeGroup=user-label

[freeCapacityArea=integer-literal3]) ---- ' *

repositoryRAIDLevel * ' 매개 변수를 ' *

repositoryDrives * ' 매개 변수로 지정합니다. RAID 레벨
또는 볼륨 그룹이 있는 드라이브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볼륨 그룹을 지정할 때 '* trayLossProtect*' 매개 변수의
값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ip-address'

(*(0-255).(0-255).(0-255).(0-255) * '_IPv6-address _'

(*(0-FFFF): (0-FFFF): (0-FFFF): (0-FFFF): (0-FFFF):

(0-FFFF): (0-FFFF): (0-FFFF) *

32개의 16진수 문자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iscsi-host-port'

(1
2

3 4) ---- 사용하는 컨트롤러의 유형에 따라 호스트 포트
번호는 2, 3 또는 4일 수 있습니다.

'iscsi-host-port-options'
IPv4Address=ip-address

IPv6LocalAddress=ipv6-address IPv6RoutableAddress=ipv6-address

IPv6RouterAddress=ipv6-address enableIPv4=(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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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구문 구문 값

FALSE) enableIPv6=(TRUE

FALSE) enableIPv4Priority=(TRUE

FALSE) enableIPv6Priority=(TRUE

FALSE) IPv4ConfigurationMethod=(static

dhcp) IPv6ConfigurationMethod= (static

auto) IPv4GatewayIP=ip-address

IPv6HopLimit=integer IPv6NdDetectDuplicateAddress=integer

IPv6NdReachableTime=time-interval IPv6NdRetransmitTime=time-interval

IPv6NdTimeOut=time-interval IPv4Priority=integer

IPv6Priority=integer IPv4SubnetMask=ip-address

IPv4VlanId=integer IPv6VlanId=integer

maxFramePayload=integer tcpListeningPort=tcp-port-id

portSpeed=(autoNegotiate 1

10) ---- 'iscsiSession'

[session-identifier]
'nvsram-offset'

'hex-literal' 'nvsramBitSetting'

'nvsram-mask, nvsram-value'='0x16진수, 0x16진수' 'integer-literal'

'0x16진수' 값은 일반적으로 0x00에서 0xff 사이의
값입니다.

'nvsramByteSetting' 'nvsram-value'='0xsexadecimal'

'integer-literal'

'0x16진수' 값은 일반적으로 0x00에서 0xff 사이의
값입니다.

'portID'

(0-127)
'_RAID 레벨 _'

(0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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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구문 구문 값

6) ---- 'recover-raid-volume-attr-value-list'

'recover-raid-volume-attr-value-pair'{'recover-raid-

volume-attr-value-pair'}

'recover-raid-volume-attr-value-pair'

owner=(a
b)

cacheReadPrefetch=(TRUE FALSE)

dataAssurance=(none enabled) ----

'repository-raid-level'
(1

3 5

6) ---- 'repository-spec'

인스턴스 기반 리포지토리 사양 개수 기반 리포지토리 사양

'segment-size-spec' 'integer-literal' - 모든 용량은 base-2에 있습니다.

'SERIAL-NUMBER'
string-literal

'slotID' 고용량 드라이브 트레이의 경우 트레이 ID 값, 서랍 ID 값
및 드라이브의 슬롯 ID 값을 지정합니다. 저용량 드라이브
트레이의 경우, 트레이 ID 값과 드라이브의 슬롯 ID 값을
지정합니다. 용지함 ID 값은 0 ~ 99입니다. 문서함 ID 값은
1에서 5까지.

모든 슬롯 ID 최대값은 24입니다. 슬롯 ID 값은 용지함
모델에 따라 0 또는 1에서 시작합니다.

트레이 ID 값, 문서함 ID 값 및 슬롯 ID 값은 대괄호([])로
묶습니다.

(drive=\(trayID,[drawerID,]slotID\

)

drives=\(trayID1,[drawerID1,]slotID1 …

trayIDn,[drawerIDn,]slotIDn\) ) ----

'test-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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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구문 구문 값

controller=(a
b) esms=(esm-spec-list)drives=(drive-spec-list) ----

'test-devices-list' 'test-devices'{'test-devices'}

`_ 시간대 -spec _'
(GMT+HH:MM

GMT-HH:MM) [dayLightSaving=HH:MM] ---- '_trayID-list _'

'trayID'{'trayID'} 'usage-힌트-spec'

usageHint=(multiMedia
database

fileSystem) ---- 컨트롤러에서 볼륨의 사용 힌트 또는 예상
I/O 특성을 사용하여 적절한 기본 볼륨 세그먼트 크기 및
동적 캐시 읽기 프리페치를 표시합니다. 파일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128KB의 세그먼트 크기가
사용됩니다. 멀티미디어의 경우 256KB 세그먼트 크기가
사용됩니다. 세 가지 사용 힌트는 모두 동적 캐시 읽기
프리페치를 설정합니다.

'user-label'

'string-literal'

유효한 문자는 영숫자, 대시 및 밑줄입니다.

'_user-label-list _'

'user-label'{'user-label'} '_volumeGroup-number _'

'integer-literal' 'WWID'

1트레이 손실 방지 기능이 작동하려면 구성이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레벨 트레이 손실 방지 기준 필요한 최소 용지함 수입니다

디스크 풀 디스크 풀에는 하나의 트레이에 두 개
이상의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RAID 6 볼륨 그룹은 단일 트레이에 두 개
이상의 드라이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RAID 3 또는 RAID 5 볼륨 그룹의 각 드라이브는 별도의
트레이에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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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트레이 손실 방지 기준 필요한 최소 용지함 수입니다

RAID 1 RAID 1 쌍의 각 드라이브는 별도의
트레이에 있어야 합니다

2

RAID 0 트레이 손실 방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없음

2드로어 손실 방지 기능이 작동하려면 구성이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레벨 서랍 손실 방지 기준 필요한 최소 드로어 수입니다

디스크 풀 이 풀에는 5개의 드로어 모두에서
드라이브가 포함되며 각 드로어에
동일한 수의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디스크 풀에 15, 20, 25, 30, 35가
포함된 경우 60개 드라이브 트레이가
드로어 손실 방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40, 45, 50, 55 또는 60개
드라이브.

5

RAID 6 볼륨 그룹은 단일 드로어에 2개 이상의
드라이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RAID 3 또는 RAID 5 볼륨 그룹의 각 드라이브는 별도의
드로어에 있습니다.

3

RAID 1 미러링된 쌍의 각 드라이브는 별도의
드로어에 위치해야 합니다.

2

RAID 0 문서함 손실 방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없음

볼륨 그룹이 여러 개의 트레이에 걸쳐 있는 저장소 배열 구성이 있는 경우 용지함 손실 보호 설정이 용지함 손실 보호
설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트레이 손실 방지 없이 드로어 손실 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지함 손실
방지 기능이 없으면 용지함 손실 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trayLossProtect*' 매개변수와 '*

drawerLossProtect*' 매개변수가 동일한 값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스토리지 배열이 오류 메시지를 반환하고 스토리지
배열 구성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3 여유 용량 영역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show volumeGroup' 명령을 실행합니다.

4 기본 드라이브(드라이브 유형)는 'AS’입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한 가지 드라이브 유형만 있는 경우, '* DriveType*' 매개변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DriveType*'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 hotSpareCount*' 매개변수와 '* volumeGroupWidth*' 매개변수도 사용해야 합니다.

5 ' * dataAssurance * ' 매개변수는 DA(Data Assurance)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DA(Data Assurance) 기능은 전체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향상시킵니다. DA를 사용하면 호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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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간에 데이터가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스토리지 배열은 볼륨의 각 데이터 블록에 오류 검사 코드(순환 중복 검사 또는 CRC라고도 함)를
추가합니다. 데이터 블록이 이동된 후 스토리지 배열은 이러한 CRC 코드를 사용하여 전송 중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잠재적으로 손상된 데이터는 디스크에 기록되거나 호스트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DA 기능을 사용하려면 DA를 지원하는 드라이브만 포함된 풀 또는 볼륨 그룹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DA 가능
볼륨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DA를 지원하는 I/O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DA 지원 볼륨을 호스트에
매핑합니다. DA를 지원하는 I/O 인터페이스로는 InfiniBand를 통한 파이버 채널, SAS 및 iSER(RDMA/IB용 iSCSI

확장) 등이 있습니다. DA는 이더넷을 통한 iSCSI 또는 InfiniBand를 통한 SRP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와 I/O 인터페이스가 DA 지원 가능한 경우, ' * dataAssurance * ' 매개변수를
'사용’으로 설정한 다음 DA를 특정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A 지원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볼륨 그룹을 생성한 다음 해당 볼륨 그룹 내에서 DA 지원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DA 지원 볼륨을
사용하는 다른 작업에는 DA 기능을 지원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6 ' * volumesPerGroupCount * ' 매개변수는 볼륨 그룹당 동일한 용량의 수입니다.

7 ' * securityType * '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생성 중인 볼륨 그룹의 보안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볼륨은
사용자가 선택한 보안 설정으로 설정됩니다. 보안 설정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없음" — 볼륨 그룹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 "Capable" — 볼륨 그룹은 보안이 가능하지만 보안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 "활성화됨" — 볼륨 그룹이 보안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securityType=enabled*'를 설정하려면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스토리지 배열 보안 키가 이미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지 배열 보안 키를 생성하려면 "create storageArray securityKey" 명령을
사용합니다.

명명 규칙

• 이름에는 최대 30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구성 요소의 이름에 영숫자, 하이픈 및 밑줄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합니다

◦ 호스트 그룹

◦ 호스트

◦ 볼륨 그룹

◦ 동적 디스크 풀

◦ 볼륨

◦ HBA 호스트 포트

• 고유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유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컨트롤러 펌웨어에서 오류가 반환됩니다.

• 이름에 단어, 하이픈 또는 밑줄이 두 개 이상 있으면 이름을 큰따옴표로 묶습니다("""). 일부 사용에서는 이름을
대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각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은 매개 변수를 큰따옴표, 대괄호 또는 둘 모두로 묶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이름 문자열에는 새 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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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운영 체제에서는 다른 구분 기호 외에 두 개의 백슬래시(\\) 사이에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이름은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명령에 사용됩니다.

[\“Engineering\”]

• UNIX 운영 체제의 경우 및 스크립트 파일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면 다음 예제와 같이 표시됩니다.

[“Engineering”]

• HBA 호스트 포트의 WWID(World Wide Identifier)를 입력할 때 일부 용도를 위해 WWID를 큰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다른 용도에서는 WWID를 꺾쇠 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WWID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은 WWID를
큰따옴표 또는 대괄호로 묶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숫자 이름 입력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가 스토리지 배열을 자동으로 구성할 때,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는 숫자로 구성된 이름을
할당합니다. 숫자로만 구성된 이름은 유효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숫자 문자 이름은 영문자로 시작하는 이름과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 1 또는 2와 같은 숫자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 1디스크 또는 32볼륨과 같이 숫자로 시작하는 이름입니다

• "[\"1\"]"

• "[\"1Disk\"]"

이름의 유효성에 대해 확실치 않은 경우 큰따옴표와 대괄호를 모두 사용하십시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면 이름이 제대로 작동하고 어떠한 처리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식 규칙

CLI 명령의 형식 규칙

이름 또는 레이블의 일부로 사용되는 큰따옴표(" ")는 Windows, Linux 또는 Solaris 운영 체제에서 CLI 명령 및
스크립트 명령을 실행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합니다.

큰따옴표(" ")가 이름이나 값의 일부인 경우 큰따옴표 문자 앞에 백슬래시(\)를 삽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 "set storageArray userLabel=\"Engineering\";"

이 예에서 "Engineering"은 스토리지 배열 이름입니다.

두 번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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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y\"_Array

이 예에서 "My"_Array는 스토리지 배열의 이름입니다.

스크립트 명령 내에서 큰따옴표(" ")를 문자열(문자열 리터럴이라고도 함)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자열을 입력하여 스토리지 배열 이름을 "Finance" 배열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c "set storageArray userLabel=\"\"Finance\"Array\";"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이름 주위에 큰따옴표(" ")를 사용하지 않으면 각 특수 스크립트 문자 앞에 캐럿({캐럿})을
삽입해야 합니다. 특수 문자는 ^, |, < 및 >입니다.

터미널 '-n', '-o', '-f', '-p’와 함께 사용할 경우 각 특수 스크립트 문자 앞에 캐럿을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배열
CLI > 클라이언트를 지정하려면 다음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n CLI^>CLIENT

스크립트 명령의 문자열 리터럴에 사용할 경우 각 특수 스크립트 문자 앞에 하나의 캐럿({캐럿})을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배열의 이름을 Finance_|_payroll 으로 변경하려면 다음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c "set storageArray userLabel=\"FINANCE_^|_PAYROLL\";"

명령 프롬프트에서 SMcli 명령을 실행할 때 Windows OS를 사용할 때 입력 또는 출력 파일의 파일 경로
이름에 이스케이프 문자로 추가 백슬래시("\") 문자가 필요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 사용자를
지정하는 -u 옵션을 제공하여 SMcli를 보안 https 모드에서 사용할 때 추가 백슬래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 예: *

C:\\dir\\subdir\\filename

스크립트 명령에 대한 서식 규칙

특정 스크립트 명령에 고유한 구문은 각 스크립트 명령 설명 끝에 있는 Notes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대소문자 구분 * — 스크립트 명령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스크립트 명령을 소문자, 대문자 또는 대
/소문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 설명에서 혼합 사례는 명령 이름을 읽고 명령의 용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spaces * — 명령 설명에 표시된 대로 스크립트 명령에 공백을 입력해야 합니다.

• 대괄호 * - - - 대괄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 명령 구문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 매개 변수가 선택사항임을 나타냅니다. 각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은 매개 변수 값을 대괄호로 묶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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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 — 명령 구문에 표시된 괄호는 매개 변수에 대한 특정 선택 사항을 포함합니다. 즉, 매개 변수를 사용하려면
괄호 안에 있는 값 중 하나를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크립트 명령에는 괄호를 포함하지 않지만, 목록을
입력할 때는 목록을 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록은 트레이 ID 값 및 슬롯 ID 값 목록일 수 있습니다. 각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은 매개 변수 값을 괄호로 묶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수직 막대 * — 스크립트 명령어의 수직 막대는 "" 또는 ""을 표시하고 매개변수에 대한 유효한 값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명령어 설명의 'raidLevel' 파라미터에 대한 구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raidLevel=(0 | 1 | 3 | 5 | 6)

RAID 레벨 5를 설정하기 위해 'raidLevel' 매개변수를 사용하려면 다음 값을 입력합니다.

 raidLevel=5

• 드라이브 위치 * — 드라이브 위치를 식별하는 CLI 명령은 고용량 드라이브 트레이와 저용량 드라이브 트레이를
모두 지원합니다. 고용량 드라이브 트레이에는 드라이브를 보관하는 서랍이 있습니다. 드로어는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밀어 드라이브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용량 드라이브 트레이에는 서랍이 없습니다. 고용량
드라이브 트레이의 경우 드라이브 트레이의 ID, 드로어의 ID 및 드라이브가 상주하는 슬롯의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저용량 드라이브 트레이의 경우 드라이브 트레이의 ID와 드라이브가 있는 슬롯의 ID만 지정하면 됩니다. 저용량
드라이브 트레이의 경우 드라이브 트레이 ID를 지정하고 드로어의 ID를 0으로 설정한 다음 드라이브가 상주하는
슬롯의 ID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D 값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ID 값 집합을 두 개 이상 입력하는 경우 각 값
집합을 공백으로 구분합니다.

CLI에서는 드라이브를 지정하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사용해야 하는 규칙은 각 명령에 지정됩니다. 하나의
규칙에는 등호와 괄호가 사용됩니다.

        drive=\(trayID,[drawerID,]slotID\)

두 번째 규칙은 등호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드라이브 주위에 중괄호 쌍을 사용합니다.

        drive \[trayID,[drawerID,]slotID\]

다음은 괄호를 사용하는 몇 가지 예입니다.

(1,1 1,2 1,3 1,4 2,1 2,2 2,3 2,4)

또는 대용량 드라이브 트레이의 경우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1,1,1 1,2,2 1,3,3 1,4,4 2,1,1 2,2,2 2,3,3 2,4,4)

명령에서 * 기울임꼴 로 표시된 용어 * - 기울임꼴 로 표시된 용어는 제공해야 하는 값 또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기울임꼴로 표시된 용어가 나타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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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OfDrives*

기울임꼴로 표시된 용어를 script 명령에 포함할 드라이브 수에 대한 값으로 바꿉니다.

세미콜론 * — 스크립트 명령은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합니다. 명령줄 또는 스크립트 파일에 스크립트 명령을 두 개
이상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다음 스크립트 파일에서 각 스크립트 명령을 구분합니다.

create volume drives=(0,2 0,3 1,4 1,5 2,6 2,7) raidLevel=5 userLabel=”v1”

capacity=2gb owner=a;

create volume volumeGroup=2 userLabel=”v2” capacity=1gb owner=b;

create volume volumeGroup=2 userLabel=”v3” capacity=1gb owner=a;

create volume drives=(0,4 0,5 1,6 1,7 2,8 2,9) raidLevel=5 userLabel=”v4”

capacity=2gb owner=b;

create volume volumeGroup=3 userLabel=”v5” capacity=1gb owner=a;

create volume volumeGroup=3 userLabel=”v6” capacity=1gb owner=b;

Windows PowerShell에서 CLI 명령에 대한 형식 규칙을 지정합니다

Windows PowerShell은 명령줄 도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대화형 스크립팅 셸입니다. Windows PowerShell은
더욱 강력한 명령 세트와 스크립팅 기능을 통해 Windows 명령 프롬프트에서 더욱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Windows

PowerShell에서 모든 CLI 및 스크립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지만, Windows PowerShell에는 몇 가지 고유한 서식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SMcli 명령을 마침표 및 슬래시(./)로 시작합니다.

• SMcli 래퍼는 .exe 확장자(SMcli.exe)를 사용하여 실행 가능한 명령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 스크립트 명령은 작은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 이름, 파일 경로 또는 값의 일부인 큰따옴표(\")에는 큰따옴표 문자 앞에 백슬래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Windows PowerShell에서 스토리지 어레이 이름을 생성하는 CLI 명령의 예입니다. 명령 구문에서
"userLabel"으로 식별되는 스토리지 배열 이름 주위의 백슬래시 큰따옴표와 스크립트 명령의 구분 기호로 작은따옴표를
사용합니다.

PS C:\...\StorageManager\client> ./SMcli.exe 123.45.67.88 123.45.67.89

-c ’set storageArray userLabel=\"Engineering\";’

다음은 Windows PowerShell에서 프리미엄 기능을 활성화하는 CLI 명령의 예입니다. 고급 기능 키에 대한 파일 경로
앞에 백슬래시를 큰따옴표로 묶습니다.

PS C:\...\StorageManager\client> ./SMcli.exe 123.45.67.88 123.45.67.89

-c ’enable storageArray feature file=\"C:\licenseKey.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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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예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모두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명령의 서식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indows PowerShell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특정 사용 사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오류 보고

CLI에서 발생한 오류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파일에 기록됩니다. CLI에서 자세한 오류 보고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CLI 명령 및 스크립트 명령 실행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CLI가 완료되기 전에 오류 데이터가 수집되고
저장됩니다.

• CLI는 데이터를 표준 파일 이름에 쓰도록 하여 오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CLI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합니다. 오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특수 명령줄 옵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오류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CLI에는 오류 데이터가 포함된 파일의 기존 버전을 과도하게 쓰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오류 처리의 경우 오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 입력할 수 있는 터미널 오류 또는 구문 오류입니다.

• 운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CLI에서 두 가지 유형의 오류가 발생하면 CLI는 오류를 설명하는 정보를 명령줄에 직접 쓰고 반환 코드를 설정합니다.

반환 코드에 따라 CLI는 오류를 발생시킨 터미널에 대한 추가 정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CLI는 명령 구문에서
예상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므로 입력한 구문 오류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실행되는 동안 예외가 발생하면 CLI에서 오류를 캡처합니다. 명령 처리 완료 시(명령 처리 정보가 명령줄에
기록된 후) CLI는 오류 정보를 파일에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오류 정보가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은 excprpt.txt입니다. CLI는 시스템 속성 devmgr.datadir 에 지정된 디렉터리에
excprpt.txt 파일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CLI가 devmgr.datadir로 지정된 디렉터리에 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경우 CLI가
실행 중인 디렉터리에 excprpt.txt 파일이 저장됩니다. 파일 이름 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발생할 때마다
excprpt.txt 파일이 덮어쓰여집니다. 이 정보를 "excprpt.txt" 파일에 저장하려면 새 파일이나 새 디렉토리에 복사해야
합니다.

종료 상태입니다

이 표에는 반환되는 종료 상태와 각 상태의 의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태 값 오류 이름 의미

0 성공했습니다 명령이 오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1 유효하지 않은 사용 명령이 오류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오류에 대한 정보도 나타납니다.

2 script_file_des_not_exist 스크립트 파일이 없습니다.

3 출력 파일을 여는 중 오류 발생 출력 파일을 여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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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값 오류 이름 의미

4 no_storage_array_at_address입니
다

스토리지 배열이 지정된 주소에
없습니다.

5 address_specify_different_array입
니다

주소는 서로 다른 스토리지 배열을
지정합니다.

6 no_SANAME_for_host_agent_con

nect입니다
접속된 호스트 에이전트에 대한
스토리지 배열 이름이 없습니다.

7 SANAME_NOT_AT_ADDRESS 스토리지 배열 이름이 지정된 주소에
없습니다.

8 SANAME_NOT_UNINAVAL 스토리지 배열 이름이 고유하지
않습니다.

9 SANAME_NOT_IN_CONFIG_FILE

S
스토리지 배열 이름이 구성 파일에
없습니다.

10 SA에 대한
_management_class_for_SA입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관리 클래스가
없습니다.

11 Config_file_found에서 _SA_가
없습니다

구성 파일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찾을
수 없습니다.

12 Internal_error입니다 내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종료
상태는 명령줄에서 CLI 명령을 실행할
권한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명령줄에서 모든 CLI 명령을
실행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13 잘못된 _script_syntax입니다 잘못된 스크립트 구문을 찾았습니다.

14 통신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러가 스토리지 어레이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15 duplicate_argument를 선택합니다 중복 인수를 입력했습니다.

16 execution_error 실행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17 NO_HOST_AT_ADDRESS 호스트가 지정된 주소에 없습니다.

18 WWNAME_NOT_IN_CONFIG_FIL

ES
WWID가 구성 파일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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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값 오류 이름 의미

19 WWNAME_NOT_AT_ADDRESS WWID가 주소에 없습니다.

20 알 수 없는_IP입니다 알 수 없는 IP 주소가 지정되었습니다.

21 PM_Config_file_corrupted 이벤트 모니터 구성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22 PM에게 _ 전달 _ 할 수 없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이벤트 모니터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23 UNEXIST_ALERT 컨트롤러가 경고 설정을 쓸 수
없습니다.

24 잘못된 _organizer_노드 잘못된 전자수첩 노드가
지정되었습니다.

25 Cmd_not_available.(Cmd_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6 CONFIG_FILE_NOT_IN_DEVICE 장치가 구성 파일에 없습니다.

27 구성 파일 업데이트 중 오류 구성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28 unknown_host_error입니다 알 수 없는 호스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29 sender_contact_file_not_found 보낸 사람 연락처 정보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30 read_sender_contact_file_failed를
참조하십시오

보낸 사람 연락처 정보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

31 UserData_file_exists userdata.txt 파일이 존재합니다.

32 bad_email_information_to_include

가 있습니다
e-메일 알림 메시지에 잘못된 '-i' 값이
지정되었습니다.

33 Bad_email_frequency(잘못된
이메일 빈도

e-메일 알림 알림에 잘못된 "-f" 값이
지정되었습니다.

34 Option_Removed(옵션 제거) '-r' 옵션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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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값 오류 이름 의미

35 UNKNOWN_ALERT_PRIORITY 를 잘못된 알림 심각도가
지정되었습니다.

36 password_필수 요소입니다 작업을 수행하려면 관리자 또는
모니터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37 잘못된
_MONITOR_PASSWORD입니다

잘못된 Monitor 암호를 입력했으므로
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38 잘못된 _admin_암호입니다 잘못된 관리자 암호를 입력했으므로
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39 암호 _MAX_chars_를 초과했습니다 입력한 암호가 문자 제한을
초과합니다.

40 잘못된 _monitor_token입니다 이 어레이에서는 '-R' 모니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역할을
사용하고 작업을 재시도하십시오.

41 ASUP_CONFIG_ERROR가
있습니다

AutoSupport 구성 파일에 쓰거나
읽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작업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42 메일_서버_알 수 없음 호스트 주소 또는 메일 서버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43 ASUP_SMTP_REPLY_ADDRESS

_REQUIRED입니다
ASUP 구성 테스트를 시도하는 동안
ASUP가 활성화된 정상 스토리지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44 NO_ASUP_ARRAIOS_DETECTED ASUP 전달 유형이 SMTP인 경우
회신 이메일 요청이 필요합니다.

45 ASUP_INVALID_MAIL_RELAY_SE

RVER입니다
ASUP 메일 릴레이 서버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46 ASUP_INVALID_Sender_EMAIL입
니다

지정한 보낸 사람 전자 메일 주소는
올바른 형식이 아닙니다.

47 ASUP_INVALID_PAC_SCRIPT 프록시 자동 구성(PAC) 스크립트
파일이 올바른 URL이 아닙니다.

48 ASUP_INVALID_PROXY_SERVE

R_HOST_ADDRESS
지정한 호스트 주소를 찾을 수 없거나
잘못된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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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ASUP_INVALID_PROXY_SERVE

R_PORT_NUMBER
지정한 포트 번호가 잘못된
형식입니다.

50 ASUP_INVALID_AUTHENTICATIO

N_PARAMETER
지정한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가
잘못되었습니다.

51 ASUP_INVALID_DAILY_TIME_PA

RAMETER
지정한 일별 시간 매개 변수가
잘못되었습니다.

52 ASUP_INVALID_DAY_OURCE_P

ARAMETER
입력한 `-dayOfWeek ' 매개 변수가
잘못되었습니다.

53 ASUP_INVALID_WEEKLY_TIME_

PARAMETER
주간 시간 매개 변수가
잘못되었습니다.

54 ASUP_INVALID_schedule_parsing 제공된 일정 정보를 구문 분석할 수
없습니다.

55 ASUP_INVALID_SA_지정했습니다 잘못된 스토리지 배열 지정자가
제공되었습니다.

56 ASUP_INVALID_INPUT_ARCHIVE 입력한 입력 아카이브가
잘못되었습니다. 입력 아카이브
매개변수는 ''-inputArchive=<n>'

형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n은 0에서
5까지의 정수입니다.

57 ASUP_INVALID_OUTPUT_LOG 올바른 출력 로그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58 ASUP_TRANSSION_FILE_COPY_

ERROR
AutoSupport 전송 로그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전송 로그가 없거나 데이터를
복사하려고 시도하는 중 IO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59 ASUP_DUPLICATE_Named_ARR

A어레이
이름이 같은 스토리지 배열을 두 개
이상 찾았습니다. 월드 와이드 이름
매개변수 "-w<WWID>"을(를)

사용하여 명령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60 ASUP_NO_specified_array_found

를 찾을 수 없습니다
n<storage-system-name> 매개
변수가 있는 지정된 스토리지 배열이
없거나 이 명령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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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ASUP_NO_EXECTED_WWID_FO

UND를 찾을 수 없습니다
"-w<WWID>" 매개 변수가 있는
지정된 스토리지 배열이 없거나 이
명령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62 ASUP_filtered_transmission_log_er

ror입니다
필터링된 전송 로그를 가져오는 동안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63 ASUP_TRANSSION_ARCHIVE_N

OT_EXPRY
""-inputArchive=<n>" 매개변수로
지정된 AutoSupport 입력 아카이브
전송 로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64 no_valid_rest_client_discovered.(N

o_valid_REST
https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과
통신할 수 없습니다.

65 잘못된 _CLI_버전입니다 클라이언트 CLI 버전이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CLI 버전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66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입력한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가
잘못되었습니다.

67 untrusted_connection입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보안 연결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68 잘못된 _password_파일입니다 암호 파일을 찾을 수 없거나 읽을 수
없습니다.

스크립트 파일에 설명을 추가합니다

스크립트 엔진은 특정 문자 또는 명령을 찾아 주석을 표시합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스크립트 파일에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줄 끝 문자에 도달할 때까지 두 개의 슬래시('/') 뒤에 주석을 추가합니다. 주석을 처리한 후 스크립트 엔진이
스크립트에서 줄 끝 문자를 찾지 못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고 스크립트 작업이 종료됩니다. 이 오류는 대개
스크립트 끝에 주석이 있고 * Enter * 키를 누르는 것을 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Deletes the existing configuration.

set storageArray resetConfiguration=true;

• 주석으로 '/ *'와 ' */' 사이에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스크립트 엔진이 시작 주석 표시기와 끝 주석 표시법을 모두 찾지
못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고 스크립트 작업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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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es the existing configuration */

set storageArray resetConfiguration=true;

•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되는 동안 표시할 스크립트 파일에 주석을 포함하려면 '방법' 문을 사용합니다.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텍스트를 묶습니다.

show “Deletes the existing configuration”;

set storageArray resetConfiguration=true;

스크립트 명령 지침

이 목록은 명령줄에 스크립트 명령을 작성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 모든 명령은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합니다.

• 한 줄에 여러 개의 명령을 입력할 수 있지만 각 명령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각 기본 명령과 관련 기본 매개 변수 및 보조 매개 변수를 공백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 엔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또는 대/소문자를 혼합하여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립트에 설명을 추가하여 사용자와 향후 사용자가 스크립트 명령의 용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설명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를)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 파일에 주석 추가"참조)

CLI 명령 및 스크립트 명령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볼륨, 호스트 또는 호스트 포트와 같은 사용자
레이블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사용자 레이블로 식별되는 개체에 매핑하려고 하면 사용자 레이블을
정의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LI 명령 및 스크립트 명령이 실패합니다.

펌웨어 호환성 수준

스크립트 명령어와 명령 매개변수는 컨트롤러 펌웨어의 모든 버전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섹션의 스크립트
명령에는 스크립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최소 펌웨어 레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 명령어의 펌웨어 레벨은 "

Minimum Firmware Level(최소 펌웨어 레벨)" 제목 아래에 나열됩니다. 이 목록은 펌웨어 레벨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스크립트 명령에 최소 컨트롤러 펌웨어 레벨이 표시되지 않으면 스크립트 명령과 해당 스크립트 명령과 관련된 모든
매개 변수가 컨트롤러 펌웨어 레벨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설명 정보가 없는 컨트롤러 펌웨어 번호는 컨트롤러 펌웨어 레벨이 전체 스크립트 명령과 해당 스크립트
명령에 대한 모든 매개변수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 매개 변수와 관련된 컨트롤러 펌웨어 번호는 매개 변수를 실행할 수 있는 최소 컨트롤러 펌웨어 레벨을 나타냅니다.

최소 컨트롤러 펌웨어 레벨은 명령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용량을 흡입하는
모든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도 나타냅니다. CLI 지원 기능은 사용하는 하드웨어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되지 않는 명령을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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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호환성 수준의 예

hostGroup 생성 명령은 다음과 같다.

• 최소 펌웨어 레벨 *

8.10

이 수준은 최소 컨트롤러 펌웨어 버전 8.10에서 전체 스크립트 명령이 실행됨을 나타냅니다.

'create ssdCache'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섹션이 있습니다.

• 최소 펌웨어 레벨 *

7.84

8.20.11 - '* securityType*'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표기법 은 최소 컨트롤러 펌웨어 버전 7.84에서 스크립트 명령어와 '* securityType*'을 제외한 모든 매개변수가
실행됨을 나타냅니다. '* securityType*' 매개변수는 컨트롤러 펌웨어 버전 8.20_M3의 최소값으로 실행됩니다.

SMcli https 모드

SMcli는 추가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 https*"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SANtricity 11.52 이하를 사용 중인 경우 레거시 CLI를 통해 SANtricity의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SANtricity 11.52에서 이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은 SMcli를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11.42 버전의 CLI를 사용하는 경우 스크립트 엔진은 다음 모드 중 하나로 생성됩니다.

• '* https*' — 추가 보안 기능과 함께 REST 기반 스크립트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 '* symbol*' — 기호 기반 스크립트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 https*'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기능:

• 고급 보안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사용한 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k' 옵션을 사용하여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고 안전하지 않은 모드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역할에 할당된 보안 권한이 다릅니다. 사용자 이름 인수를 사용하여
명령을 실행하려면 '-u' 옵션을 사용합니다.

• 이전에 '* symbol*'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암호 인수는 '* https*'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사용자
역할의 암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의 암호를 지정하는 데 -p 옵션을 사용하거나 파일 또는 'tdin’에서 암호를
읽을 수 있는 -P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항목에는 새로운 명령줄 매개 변수를 설명하는 몇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암호가 필요한 작업, https 클라이언트 모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배열에 설치됩니다

다음 예에서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 옵션이 모두 제공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스토리지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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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ogram Files\StorageManager\client>SMcli -n Array1 -u admin@local -p

adminPassword -c "set storageArray cacheBlockSize=4;"

Syntax check complete.

Executing script...

Script execution complete.

SMcli completed successfully.

암호가 필요한 작업, https 클라이언트 모드, 어레이에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 옵션이 모두 제공되지만, 어레이에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

k' 옵션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반환되는 출력을 보여 줍니다.

C:\Program Files\StorageManager\client>SMcli -n Array1 -u admin@local -p

adminPassword -c "set storageArray cacheBlockSize=4;"

Unable to establish a secure connection to the storage array as we were

unable to confirm the connection is secure.

Please configure the storage array to use a trusted security certificate.

If the problem persists, contact Technical Support.

SMcli failed.

암호가 필요한 작업, https 클라이언트 모드, 설치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없지만 자체
서명된 인증서에 -k를 사용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위의 예제와 같이 사용자 이름과 암호 옵션이 모두 제공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스토리지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k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C:\Program Files\StorageManager\client>SMcli -n Array1 -u admin@local -p

adminPassword -c "set storageArray cacheBlockSize=4;" -k

Performing syntax check...

Syntax check complete.

Executing script...

Script execution complete.

이 예에서는 '* symbol*' 클라이언트 모드를 사용하여 명령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암호 옵션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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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ogram Files\StorageManager\client>SMcli -n Array1 -p adminPassword -c

"set storageArray cacheBlockSize=4;"

Performing syntax check...

Syntax check complete.

Executing script...

Script execution complete.

SMcli completed successfully.

읽기 전용 작업, symbol 클라이언트 모드입니다

이 예에서는 ' * symbol * ' 클라이언트 모드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은 읽기 전용
작업에만 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C:\Program Files\StorageManager\client>SMcli -n Array1  -c "show

allVolumes;"

Performing syntax check...

Syntax check complete.

Executing script...

STANDARD/THIN VOLUMES------------------------------

   Number of volumes: 0

Missing Volumes

   Number of missing volumes: 0

Script execution complete.

SMcli completed successfully.

읽기 전용 작업, http 클라이언트 모드입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읽기 전용 작업뿐 아니라 '* https*' 클라이언트 모드에서도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모두 필요하며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수락하려면 '-k’와 함께 제공됩니다. '* https*' 클라이언트 모드는 읽기 전용 작업에도 암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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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ogram Files\StorageManager\client>SMcli -n Array1 -u admin@local -p

adminPassword -c "show allVolumes;" -k

Performing syntax check...

Syntax check complete.

Executing script...

THICK/THIN VOLUMES------------------------------

   Number of volumes: 0

Missing Volumes

   Number of missing volumes: 0

Script execution complete.

SMcli completed successfully.

볼륨 그룹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볼륨 그룹이 NVMe 또는 FIPS 지원 드라이브로 구성된 경우, 대상 어레이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소스 어레이에서 보안 키 및 암호를 기록/저장해야 합니다. 보안 키
및 암호를 알 수 없거나 데이터 무결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보안 삭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여러 암호화 보안 드라이브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 키를 사용하여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하고, FIPS 드라이브를 지우고, 잠긴 NVMe 드라이브를 잠금 해제하거나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System Manager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볼륨 그룹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면 볼륨 그룹을 내보내서 볼륨 그룹을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오프라인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볼륨 그룹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볼륨 그룹을 이동하거나 볼륨 그룹을 가져오기 전에 볼륨 그룹을
내보내야 합니다.

볼륨 그룹을 내보냅니다

볼륨 그룹 내보내기 작업은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오프라인 스토리지용 드라이브를
제거하거나 볼륨 그룹을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볼륨 그룹 내보내기 작업을 완료하면 모든
드라이브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연결된 볼륨 또는 사용 가능한 용량 노드는 더 이상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내보낼 수 없는 구성 요소입니다

볼륨 그룹 내보내기 절차를 완료하려면 내보내기 불가능 구성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 구성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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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예약

• 매핑

• 볼륨 복사본 쌍

• 원격 미러링 쌍

• 저장소 미러링

볼륨 그룹에 대한 기본 내보내기 단계입니다

볼륨 그룹 내보내기에는 _source_storage 배열에 이러한 단계가 포함됩니다.

1. 스토리지 배열 구성을 저장합니다.

2. 모든 I/O를 중지합니다

3. 볼륨 그룹의 볼륨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4. 볼륨 그룹의 볼륨에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하거나 분리합니다.

5. 볼륨 그룹을 찾아 드라이브에 소스 및 대상 스토리지 이름, 볼륨 그룹 이름 및 볼륨 그룹의 총 드라이브 수를
지정합니다.

6. 볼륨 그룹을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7. 트레이 내에서 적절한 공기 흐름을 유지하려면 내보내는 볼륨 그룹과 연결된 드라이브를 제거한 후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 있도록 빈 드라이브 캐니스터 또는 새 드라이브를 준비합니다.

볼륨 그룹 내보내기에는 _target_storage 배열에 대한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대상 스토리지 배열에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 슬롯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대상 스토리지 배열이 가져올 드라이브를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3. 타겟 스토리지 어레이가 새 볼륨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최신 버전의 펌웨어가 컨트롤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RAID 레벨 6 볼륨 그룹을 내보내는 경우 타겟 스토리지 어레이가 RAID 레벨 6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6. 최신 버전의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가 타겟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드라이브 보안이 설정된 볼륨 그룹을 내보내는 경우 대상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드라이브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볼륨 그룹을 가져옵니다

볼륨 그룹 가져오기 작업은 가져온 볼륨 그룹을 타겟 스토리지 배열에 추가합니다. 볼륨 그룹 가져오기 작업을 완료하면
모든 드라이브의 상태가 최적입니다. 이제 연결된 볼륨 또는 사용 가능한 용량 노드가 타겟 스토리지 어레이에 설치된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에 나타납니다.

볼륨 그룹의 기본 가져오기 단계

볼륨 그룹을 가져오려면 먼저 볼륨 그룹의 모든 드라이브를 트레이에 삽입해야 합니다.

볼륨 그룹을 가져오면 _target_storage 배열에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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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보낸 드라이브를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 슬롯에 삽입합니다.

2. 가져올 볼륨 그룹의 개요는 보고서 가져오기 를 참조하십시오.

3. 가져올 수 없는 구성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가져오기 절차를 진행할지 확인합니다.

가져올 수 없는 구성 요소

볼륨 그룹 가져오기 절차 중에는 일부 구성 요소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절차 중에 제거됩니다.

• 영구 예약

• 매핑

• 볼륨 복사본 쌍

• 원격 미러링 쌍

• 저장소 미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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