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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정보

SANtricity OS의 새로운 기능

다음 표에서는 EF300, EF600, E2800/EF280 및 E5700/EF570 컨트롤러의 내장 관리를 위한
SANtricity OS 11.7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버전 11.74의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능 설명

FIPS 140-3을 지원합니다 이제 SAS 및 NVMe 기반 SSD의 특정 드라이브에서 FIPS 140-3이
지원됩니다. 드라이브가 모든 NVMe 기반이거나 모든 SAS 기반인 경우
FIPS 140-3단계 SSD 드라이브는 FIPS 140-2 레벨 SSD 드라이브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볼륨 그룹 및 디스크 풀에서 이러한 레벨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그룹 또는 풀이 낮은 보안 수준(140-2)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MFA 및 SSH 지원 SANtricity 버전 11.74 이상의 경우 원격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SSH 키 및/또는 SSH 암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MFA(Multifactor

Authorization)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섹션의 메뉴 옵션이 * 원격
로그인 변경 * 에서 * 원격 로그인 구성(SSH) *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액세스 토큰 이 릴리스는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토큰을 사용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노출하지 않고 REST API 또는
CLI(Command Line Interface)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액세스
관리 섹션에서 제공됩니다.

버전 11.73의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능 설명

리소스 프로비저닝 및 DULBE 지원 리소스 프로비저닝 기능 및 DULBE 드라이브 기능은 현재 이 릴리즈에서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에서 호스트 관련
UNMAP을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F600 SAS(512e) 확장 이 릴리즈에서는 EF600 스토리지 시스템의 SAS-3 엔클로저로의 확장을
지원합니다. 이 확장을 통해 4KiB 블록 NVMe SSD는 512e SAS SSD 및
HDD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 크기가 다른 드라이브는 동일한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구성할 수 없습니다.

QLC SSD 지원 이 릴리즈는 드라이브 펌웨어에 ONTAP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만 전체 E-

Series 관련 기능 세트가 없는 최신 세대 QLC SSD를 지원합니다. QLC

드라이브(NVMe만 해당)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쓰기 성능이 낮고 내구성
등급이 낮기 때문에 쓰기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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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설명

TLS 1.3 지원 TLS 1.3은 이제 임베디드 관리에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System Manager

및 Embedded Web Services에 적용되며, 이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TLS 1.3 지원은 웹 서비스 프록시 및 Unified Manager의 이전
릴리스에 추가되었습니다.)

최소 8 드라이브 RAID 1 DDP 이 릴리스에서는 RAID 1 DDP에 풀에 최소 11개의 SS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최소 구성에서는 풀에 RAID 1 볼륨만 생성되는 경우 8

드라이브 SSD 풀을 허용합니다.

EKMS 키 삭제 이제 스토리지 관리자가 EKMS(외부 키 관리 서버)를 요청하여 이전 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키 삭제는 설치된 드라이브에 새 키가 있는 후 키를 재키
처리하는 동안에만 수행됩니다.

버전 11.72의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능 설명

SNMPv3 지원 SNMPv3는 이제 설정 [알림] 메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알림 알림에 대해
지원됩니다. SNMPv3는 강력한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보안을
제공합니다.

여러 주요 서버에 키 복제 지원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의 외부 키 관리를 위해 외부 키 관리 생성 대화
상자에는 여러 키 서버를 추가하기 위한 새로운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브라우저 버전 System Manager의 최소 브라우저 버전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버전 11.71의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능 설명

EF300 확장 이 릴리즈에서는 EF300 스토리지 시스템의 SAS-3 엔클로저로의 확장을
지원합니다. 이 확장을 통해 4KiB 블록 NVMe SSD는 512e SAS SSD 및
HDD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 크기가 다른 드라이브는 동일한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구성할 수 없습니다.

iSCSI 구성의 FEC 모드 옵션 25GB iSCSI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사용하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경우
iSCSI 포트를 구성할 때 FEC(Forward Error Correction) 모드를 설정하는
새로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스토리지 볼륨 원격 스토리지 볼륨 옵션 기능을 사용하면 iSCSI 연결을 사용하여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로컬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볼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격 스토리지는 iSCSI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한 E-Series

시스템 또는 다른 스토리지 공급업체와 동일한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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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설명

non-FDE 드라이브에 대해 추가된 완전
삭제(지우기) 기능

이제 드라이브 완전 삭제 기능에 FDE 드라이브가 아닌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ardware(하드웨어) 페이지에서 Drive(드라이브) 컨텍스트
메뉴를 열고 "Erase(지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전에는 "Secure

Erase(보안 지우기)"를 선택함).

이메일 알림을 위한 보안 연결 암호화된 이메일 알림을 활성화하려면 선택적으로 발신 이메일(알림, ASUP

디스패치)을 구성하여 인증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유형에는 SMTPS 및 STARTTLS가 있습니다.

AutoSupport 추가 사항 AutoSupport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알림 영역에 경고가 나타납니다.

Syslog 알림 형식 변경 Syslog 경고 형식은 이제 RFC 5424를 지원합니다.

버전 11.70의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능 설명

새로운 스토리지 시스템 모델 – EF300 이번 릴리즈에는 EF300 경제적인 All-NVMe-Flash 스토리지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EF300은 컨트롤러당 24개의 NVMe SSD 드라이브와
단일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를 포함합니다. 지원되는 NVMe over

Fabrics 호스트 인터페이스에는 NVMe over IB, NVMe over RoCE 및
NVMe over FC가 포함됩니다. 지원되는 SCSI 인터페이스에는 FC, iSER을
통한 IB 및 SRP를 통한 IB가 포함됩니다. Unified Manager에서 여러
EF300 스토리지 시스템과 기타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을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소스 프로비저닝 기능(EF300

및 EF600만 해당)

EF300 및 EF600 스토리지 시스템의 새로운 리소스 프로비저닝
기능입니다. 리소스가 프로비저닝된 볼륨은 백그라운드 초기화 프로세스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12e 블록 크기 추가 옵션(EF300 및
EF600만 해당)

EF300 및 EF600 스토리지 시스템의 경우 512바이트 또는 4KiB 블록
크기를 지원하도록 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SCSI 호스트 인터페이스 및
VMware OS를 지원하기 위해 512e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가능한 경우
System Manager에서는 적절한 기본값을 제안합니다.

필요에 따라 AutoSupport 디스패치를
보내는 새로운 옵션입니다

새로운 AutoSupport 디스패치 전송 기능을 사용하면 예약된 디스패치를
기다리지 않고 기술 지원 부서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지원
센터의 AutoSupport 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키 관리 서버의 향상된 기능 외부 키 관리 서버에 연결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 백업 키 생성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클라이언트 및 서버 인증서 외에 키 관리 서버에 대한 중간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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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설명

인증서 향상 이 릴리스에서는 OpenSSL과 같은 외부 도구를 사용하여 CSR(인증서 서명
요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명된 인증서와 함께 개인 키 파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볼륨 그룹의 새로운 오프라인 초기화
기능

볼륨 생성을 위해 System Manager에서는 새로 생성된 볼륨이
오프라인으로 초기화되도록 호스트 할당 단계를 건너뛰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SAS 드라이브의 RAID 볼륨 그룹(예: 동적 디스크 풀
또는 EF300 및 EF600 스토리지 시스템에 포함된 NVMe SSD 제외)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초기화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지 않고
사용량이 시작될 때 볼륨을 최대 성능으로 설정해야 하는 워크로드에
유용합니다.

새로운 구성 데이터 수집 기능 이 새로운 기능은 볼륨 그룹 및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컨트롤러의 RAID 구성 데이터를 저장합니다('Save storageArray

dbmDatabase’에 대한 CLI 명령과 동일한 정보). 이 기능은 기술 지원을
위해 추가되었으며 지원 센터의 진단 탭에 있습니다.

12개 드라이브 케이스에서 디스크 풀의
기본 보존 용량을 변경합니다

이전에는 2개의 드라이브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존(스페어) 용량을 갖춘
12개 드라이브 디스크 풀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기본 풀은 단일 드라이브
장애를 처리하여 보다 비용 효율적인 소형 풀 기본값을 제공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릴리스 정보

릴리스 정보는 이 사이트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tApp Support 사이트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11.70 릴리스 정보"

• "11.60 릴리스 정보"

• "11.50 릴리스 정보"

5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74254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74254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74254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74254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74254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57931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57931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57931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57931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57931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42060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42060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42060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42060
https://library.netapp.com/ecm/ecm_download_file/ECMLP2842060


시작하십시오

이 사이트에 포함된 내용

이 사이트에는 특정 E-Series 릴리즈, 모델,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사항 포함 항목

이 사이트에는 다음 릴리스 및 구성 요소 유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SANtricity 소프트웨어 * — 버전 11.50 이상.

• * 컨트롤러 펌웨어 * — 버전 8.50 이상.

• * 컨트롤러 유형 * — 모든 E2800, EF280, EF300,

E5700, EF570, EF600 모델을 위한 것입니다.

• * 인터페이스 유형 * — 파이버 채널, iSCSI, iSER,

SAS 및 NVMe

• * 호스트에 설치된 운영 체제 * — Linux, VMware 및
Windows.

추가 인터페이스 및 운영 체제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릴리즈_소프트웨어 버전 11.50 이전
_소프트웨어 버전 8.50 또는 펌웨어 버전 8.50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전 릴리스의 경우 로
이동합니다 "E-Series 및 SANtricity 문서 리소스" 페이지.

사이트 준비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E-Series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Series 용어

E-Series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기간 설명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보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중/단일 구성 Duplex는 스토리지 배열 내의 이중 컨트롤러 모듈
구성입니다. 단일 컨트롤러 모듈 구성은 Simplex입니다.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는 자기 코팅으로 회전하는
금속 플래터를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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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설명

HIC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는 어레이를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 내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IB IB(InfiniBand)는 고성능 서버와 스토리지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 표준입니다.

IOPS IOPS는 초당 입출력 작업입니다.

미러링 미러링은 지속적인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볼륨을
별도의 스토리지 시스템에 복제하는 것입니다.

수영장 풀은 논리적으로 그룹화된 드라이브 집합입니다. 풀을
사용하여 호스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볼륨을 하나 이상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원/팬 캐니스터 전원/팬 캐니스터는 선반으로 미끄러지는 어셈블리입니다.

여기에는 전원 공급 장치 및 내장형 팬이 포함됩니다.

랙 유닛(U) 랙 유닛(U)은 44.50mm(1.75인치)로 정의된 측정
단위입니다.

SAS를 참조하십시오 SAS(Serial Attached SCSI)는 컨트롤러를 디스크
드라이브에 직접 연결하는 지점 간 직렬 프로토콜입니다.

RoCE RoCE(RDMA over Converged Ethernet)는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한 RDMA(Remote Direct Memory

Access)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쉘프 쉘프는 캐비닛 또는 랙에 설치된 엔클로저입니다.

여기에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쉘프는 컨트롤러 쉘프와 드라이브 쉘프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쉘프는 컨트롤러와
드라이브를 포함합니다. 드라이브 쉘프는 입/출력
모듈(IOM) 및 드라이브를 포함합니다.

스냅샷 스냅샷 이미지는 특정 시점에 캡처된 볼륨 데이터의
논리적 복사본입니다. 복원 지점과 마찬가지로 스냅샷
이미지를 통해 알려진 양호한 데이터 집합으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SSD를 지원합니다 SSD(Solid-State Disk)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플래시)를 사용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입니다. SSD는 기존의 하드 드라이브를
에뮬레이트하며 하드 드라이브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기간 설명

스토리지 시스템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쉘프, 컨트롤러, 드라이브,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륨 볼륨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시스템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컨테이너입니다. 호스트가 스토리지의
스토리지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생성되는 논리적 구성
요소입니다.

워크로드 워크로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객체입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System

Manager에서 기본 볼륨 특성이 비슷한 볼륨을
포함하도록 워크로드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볼륨 특성은
워크로드가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
최적화됩니다.

E-Series 하드웨어 개요

E-Series 스토리지 어레이는 다양한 구성과 모델로 제공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쉘프, 컨트롤러, 드라이브,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레이는 랙 또는 캐비닛에
설치할 수 있으며 12, 24 또는 60 드라이브 쉘프에 1개 또는 2개의 컨트롤러에 맞게 사용자 지정 가능한 하드웨어를
제공합니다. 여러 인터페이스 유형 및 다양한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스토리지 어레이를 SAN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Series 어레이는 다음 모델에서 제공됩니다.

• E2800 시리즈 - 엔트리 레벨 하이브리드

• EF280 시리즈 — 엔트리 레벨 All 플래시

• EF300 시리즈 — 엔트리 레벨 All-Flash, All NVMe

• E5700 시리즈 — 미드레인지 하이브리드

• EF570 시리즈 — 미드레인지 All-Flash

• EF600 시리즈 — 미드레인지 All-Flash, All NVMe

E2800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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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사양

랙 크기: • 2U12(랙 유닛 2개, 드라이브 12개)

• 2U24(랙 유닛 2개, 드라이브 24개)

• 4U60(랙 유닛 4개, 드라이브 60개)

드라이브: 에서는 다음 드라이브 유형을 지원합니다.

• 3.5" NL-SAS(최대 180)

• 2.5인치 SAS SSD(최대 120개)

• 2.5" SAS HDD(최대 180)

인터페이스: 다음 인터페이스에서 사용 가능:

• 12Gb SAS

• 10Gb 또는 25Gb iSCSI

• 16Gb 또는 32Gb 파이버 채널

EF280 모델

구성 요소 사양

랙 크기: 2U24(랙 유닛 2개, 드라이브 24개

)

드라이브: 최대 96개의 SSD 2.5" 드라이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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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사양

인터페이스: 다음 인터페이스에서 사용 가능:

• 12Gb SAS

• 10Gb 또는 25Gb iSCSI

• 16Gb 또는 32Gb 파이버 채널

EF300 모델

구성 요소 사양

랙 크기: 2U24(랙 유닛 2개, 드라이브 24개

)

드라이브 및 HIC: 컨트롤러당 단일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해 다음 드라이브 지원

• NVMe SSD 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에 최대 24개의 NVMe SSD

드라이브 장착 가능

• NL-SAS 드라이브 및 확장 셸프: DE212C 및 DE460C 셸프의 혼합은
DE212C 쉘프만 사용하지 않는 한 총 240개의 NL-SAS 드라이브
슬롯과 4개의 확장 셸프를 초과할 수 없으며, 8개의 DE212C 쉘프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DE460C 쉘프 4개, DE212C 쉘프 8개,

DE460C 쉘프 2개, 쉘프 2개 등 쉘프 2개.

• 확장 쉘프가 포함된 SAS SSD 드라이브: DE212C, DE224C 및
DE460C 쉘프의 모든 혼합이 DE212C 쉘프만 사용하지 않는 한 총
96개의 SAS SSD 드라이브 슬롯 및 4개의 확장 쉘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E212C 쉘프 8개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DE460C

쉘프 1개 + DE224C 쉘프 1개 + DE212C 쉘프 1개 또는 DE224C 쉘프
4개 또는 DE212C 쉘프 8개.

인터페이스: 다음 인터페이스에서 사용 가능:

• 25GB iSCSI

• 32Gb NVMe/파이버 채널

• 32Gb SCSI/파이버 채널

• 100GB iSER/IB

• 100GB SRP/IB

• 100Gb NVMe/IB

• 100Gb NVMe/Ro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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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700 모델

구성 요소 사양

랙 크기: • 2U24(랙 유닛 2개, 드라이브 24개)

• 4U60(랙 유닛 4개, 드라이브 60개)

드라이브: 최대 480개의 다음 드라이브 유형을 지원합니다.

• 3.5" NL-SAS 드라이브

• 2.5인치 SAS SSD 드라이브

• 2.5인치 SAS HDD 드라이브

인터페이스: 다음 인터페이스에서 사용 가능:

• 12Gb SAS

• 10Gb 또는 25Gb iSCSI

• 16Gb 또는 32Gb 파이버 채널

• 32Gb NVMe/파이버 채널

• 100GB iSER/IB

• 100GB SRP/IB

• 100Gb NVMe/IB

• 100Gb NVMe/RoCE

EF570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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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사양

랙 크기: 2U24(랙 유닛 2개, 드라이브 24개

)

드라이브: 최대 120개의 SSD 2.5" 드라이브를 지원합니다

인터페이스: 다음 인터페이스에서 사용 가능:

• 12Gb SAS

• 10Gb 또는 25Gb iSCSI

• 16Gb 또는 32Gb 파이버 채널

• 32Gb NVMe/파이버 채널

• 100GB iSER/IB

• 100GB SRP/IB

• 100Gb NVMe/IB

• 100Gb NVMe/RoCE

EF600 모델

구성 요소 사양

랙 크기: 2U24(랙 유닛 2개, 드라이브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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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사양

드라이브 및 HIC: 컨트롤러당 단일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해 다음 드라이브 지원

• NVMe SSD 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에 최대 24개의 NVMe SSD

드라이브 장착 가능

• NL-SAS 드라이브 및 확장 셸프: DE212C 및 DE460C 셸프의 혼합은
DE212C 쉘프만 사용하지 않는 한 총 420개의 NL-SAS 드라이브
슬롯과 7개의 확장 셸프를 초과할 수 없으며, 8개의 DE212C 쉘프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DE460C 쉘프 7개, DE212C 쉘프 8개,

DE460C 쉘프 5개, 쉘프 2개 등.

• 확장 쉘프가 포함된 SAS SSD 드라이브: DE212C, DE224C 및
DE460C 쉘프의 모든 혼합이 DE212C 쉘프만 사용하지 않는 한 총
96개의 SAS SSD 드라이브 슬롯 및 7개의 확장 쉘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E212C 쉘프 8개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DE460C

쉘프 1개 + DE224C 쉘프 1개 + DE212C 쉘프 1개 또는 DE224C 쉘프
4개 또는 DE212C 쉘프 8개.

인터페이스: 다음 인터페이스에서 사용 가능:

• 25GB iSCSI

• 32Gb NVMe/파이버 채널

• 32Gb SCSI/파이버 채널

• 100GB iSER/IB

• 100GB SRP/IB

• 100Gb NVMe/IB

• 100Gb NVMe/RoCE

• 200GB iSER/IB

• 200GB NVMe/IB

• 200GB NVMe/RoCE

E-Series 쉘프 유형

E-Series 시스템은 다양한 쉘프 크기로 제공됩니다.

쉘프 유형 그림

• DE212C: *

• 2u12(랙 유닛 2개, 드라이브 12개)

• 3.5" HDD 및/또는 2.5" SSD(어댑터 포함)

• E2800 컨트롤러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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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프 유형 그림

• DE224C: *

• 2u24(랙 유닛 2개, 드라이브 24개)

• 2.5인치 HDD 및/또는 2.5인치 SSD 드라이브

• E2800, EF280, E5700 및 EF570 컨트롤러

• DE460C: *

• 4u60(랙 유닛 4개, 드라이브 60개)

• 3.5" 및 2.5" 드라이브(NL-SAS, SAS 및 SSD)

• E2800 및 E5700 컨트롤러

• NE224: *

• 2u24(랙 유닛 2개, 드라이브 24개)

• 2.5인치 NVMe SSD 드라이브

• EF300 및 EF600 컨트롤러

SANtricity 소프트웨어 개요

E-Series 시스템에는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및 기타 작업을 위한 SANtricity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관리 인터페이스로 구성됩니다.

• System Manager —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하나의 컨트롤러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 Unified Manager — 네트워크의 모든 스토리지 어레이를 보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 웹 서비스 프록시 — 네트워크의 모든 스토리지 어레이를 보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REST API입니다.

• CLI(Command Line Interface) — 스토리지 어레이를 구성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EF600 및 EF300 스토리지 어레이는 미러링, 씬 볼륨 또는 SSD Cache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System Manager는 각 컨트롤러에 내장된 웹 기반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시스템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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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 *

I/O 지연 시간, IOPS, CPU 활용률, 처리량을 비롯하여 최대 30일 성능 데이터를 봅니다.

 * 스토리지 *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사용하여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하고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생성합니다.

 * 데이터 보호 *

스냅샷, 볼륨 복사본 및 원격 미러링을 사용하여 백업 및 재해 복구를 수행합니다.

 * 하드웨어 *

구성 요소 상태를 확인하고 이러한 구성 요소와 관련된 일부 기능(예: 핫 스페어 드라이브 할당)을 수행합니다.

 * 경고 *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알림은 이메일, SNMP 트랩 및 syslog를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 액세스 관리 *

사용자가 할당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하는 사용자 인증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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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설정 *

SSD 캐시 및 자동 로드 밸런싱과 같은 다른 시스템 성능 기능을 구성합니다.

 * 지원 *

진단 데이터를 보고, 업그레이드를 관리하고, AutoSupport를 구성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디스패치를 기술 지원 부서에 보냅니다.

SANtricity 유니파이드 관리자

Unified Manager는 전체 도메인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중앙 뷰에서 E2800, EF280,

EF300, E5700, EF570, 기타 최신 E-Series 및 EF-Series 어레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F600을
지원합니다. 선택한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배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Unified Manager는 웹 서비스 프록시와 함께 관리 서버에 설치됩니다. Unified Manager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를
열고 웹 서비스 프록시가 설치된 서버를 가리키는 URL을 입력합니다.

Unified Manager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스토리지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조직의 네트워크에서 관리할 스토리지 어레이를 찾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단일 페이지에서 모든 스토리지 어레이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 출시 *

System Manager의 인스턴스를 열어 특정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개별 관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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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정 가져오기 *

경고, AutoSupport 및 디렉토리 서비스에 대한 설정을 포함하여 하나의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여러 어레이로 일괄
가져오기를 수행합니다.

 * 미러링 *

두 스토리지 시스템 간에 비동기식 또는 동기식 미러링 쌍을 구성합니다.

 * 그룹 관리 *

스토리지 배열을 그룹으로 구성하여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업그레이드 센터 *

여러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 인증서 *

CSR(인증서 서명 요청)을 생성하고 인증서를 가져오고 여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기존 인증서를 관리합니다.

 * 액세스 관리 *

할당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Unified Manager에 로그인해야 하는 사용자 인증을 구성합니다.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

웹 서비스 프록시는 수백 개의 새로운 기존 E-Series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는 RESTful API 서버입니다. 프록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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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또는 Linux 서버에 별도로 설치됩니다.

웹 서비스에는 REST API와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는 API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웹 서비스 API 설명서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를 열고 웹 서비스 프록시가 설치된 서버를 가리키는 URL을 입력합니다.

CLI(Command Lin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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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eries 비디오

비디오 데모를 통해 E-Series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Series: 빠르고 단순하며 안정적인 스토리지

이 비디오에서는 스토리지에 일반 서버를 사용하는 것과 NetApp E-Series 시스템을 사용할 때의
주요 이점을 살펴봅니다.

"NetApp 비디오: 스토리지에 일반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와 NetApp E-Series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의 주요 이점 비교"

System Manager: 간편한 설정 및 구성

이 기술 데모에서는 웹 기반 SANtricity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NetApp

E2800을 쉽게 설정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NetApp 비디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쉬운 설정 및 구성"

E-Series를 빠르게 시작합니다

E-Series 시스템을 설치하여 실행하려면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설치하고 호스트 시스템을
구성하고 스토리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E-Series 하드웨어를 설치하려면 스토리지 어레이 및 쉘프 유형에 대한 설치 및 설정 지침을 따르십시오.

• "24-드라이브 쉘프를 지원하는 EF600 또는 EF300 시리즈"

• "12 또는 24 드라이브 쉘프가 포함된 E2800/EF280 또는 E5700/EF570 시리즈"

• "60-드라이브 쉘프가 포함된 E2800 또는 E5700 시리즈"

 캐비닛을 설정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새 캐비닛을 설정하는 경우 캐비닛을 영구 위치로 이동하고 하드웨어를 설치한 다음 전원에
연결해야 합니다. 캐비닛을 설정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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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0 40U 캐비닛을 설치합니다"

 레일을 설치합니다

각 쉘프는 랙 장착 하드웨어를 함께 제공합니다. 레일 설치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보려면 레일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 "조절식 지지 레일을 설치합니다"

• "2U 엔클로저를 4-포스트 랙에 설치합니다"

• "DE224C 쉘프를 2-포스트 랙에 설치합니다"

• "4-포스트 랙에 SuperRail 설치(DE224C/DE460C 쉘프)"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설치 및 설정 지침(1단계)에는 케이블 연결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케이블 및 트랜시버 목록,

케이블 연결에 대한 모범 사례 및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E-Series 하드웨어 케이블 연결"

 호스트를 구성합니다

호스트에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호스트의 운영 체제 유형에 대한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 "Linux Express 구성"

• "VMware Express 구성"

• "Windows Express 구성"

 스토리지를 구성합니다

스토리지를 구성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지정하면 System Manager의 웹 기반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시스템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 "11.7배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도움말"

• "11.6x를 위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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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EF300 및 EF600

EF300 및 EF600 스토리지 시스템 설치 및 설정

EF300 또는 EF600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다음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새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정하는 과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 PDF *

이것은 입니다 "PDF 포스터" 추가 컨텐츠에 대한 라이브 링크가 포함된 단계별 지침

• * 온라인 지침 *

다음은 이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온라인 설정 지침입니다. 로 시작합니다 설치 준비 시작하십시오.

설치 프로세스

새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정하기 전에 설치 프로세스를 숙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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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준비

EF300 또는 EF600 시리즈 스토리지 시스템 설치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SAS 확장을 위해 EF300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 "SAS 확장 카드를 추가합니다" SAS 확장 카드 설치용.

• "케이블 연결 개요" SAS 확장 케이블 연결용.

단계

1. 에서 계정을 만들고 하드웨어를 등록합니다 "mysupport.netapp.com".

2. 받은 상자에 다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드라이브가 설치된 쉘프(베젤 및 엔드 캡 별도 패키지)

랙 마운트 하드웨어

다음 표에서는 수신할 수 있는 케이블 유형을 보여 줍니다.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케이블을 받은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케이블을 찾아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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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유형 케이블 유형 사용

RJ-45 이더넷 케이블(주문한 경우) 관리 연결

I/O 케이블(주문한 경우) 데이터 호스트 케이블 연결

전원 케이블(주문한 경우) 스토리지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3. 다음 항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Phillips #2 드라이버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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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스트랩

2U 랙 공간: 의 표준 19인치 (48.30cm) 랙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 깊이 *:19.0in. (48.3cm)

• 너비 *:17.6인치 (44.7cm)

• 높이 *: 3.34in. (8.48cm)

• 쉘프 *: 24 드라이브

• 최대 중량 *: 27.4kg(60.5lb)

타사 캐비닛을 사용하면 전원 케이블이 컨트롤러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원되는 브라우저:

• Google Chrome(버전 78 이상)

• Microsoft Internet Explorer(버전 11 이상)

• Microsoft Edge(88 이상)

• Mozilla Firefox(버전 70 이상)

• Safari(버전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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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EF300 또는 EF600 스토리지 시스템을 2포스트 랙 또는 NetApp 시스템 캐비닛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EF300 또는 EF600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에서 하드웨어를 등록하십시오 "mysupport.netapp.com".

•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작업 영역을 준비합니다.

•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단계

1. 하드웨어 포장을 풉니다.

a. 내용물 포장을 풀고 포함된 하드웨어를 포장 명세서에 적으십시오.

b. 계속하기 전에 모든 지침을 읽으십시오.

2. 레일을 설치합니다.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랙 또는 캐비닛 하단에서 상단까지 하드웨어를 설치하십시오.

랙 장착 하드웨어에 지침이 포함된 경우 레일 설치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랙 장착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랙
마운트 하드웨어".

3. 쉘프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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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러 개의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캐비닛 하단에서 상단까지 설치를 시작합니다. 선반 뒷면을 레일 위에
놓습니다.

선반을 설치할 때는 팀 리프트를 두 사람과 함께 사용합니다.

b. 하단에서 쉘프를 지지한 다음 캐비닛에 밀어 넣습니다.

4. 쉘프를 고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랙 마운트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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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면판을 설치합니다.

a. 면판을 선반과 맞추고 제자리에 끼웁니다.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켭니다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을 켜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켜기 전에 다음을 수행합니다.

•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단계

1. 전원 케이블을 각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아래 EF600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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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케이블 *

2. 각 컨트롤러에서 2개의 전원 케이블을 캐비닛 또는 랙에 있는 2개의 개별 PDU(Power Distribution Unit)에
연결합니다.

쉘프를 통해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액세스하면 타사 PDU가 차단됩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 바로 뒤에 전원 콘센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스토리지 시스템 설정 및 구성을 완료하기 전에 컨트롤러가 5분 동안 부팅되도록 합니다.

결과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부팅됩니다. LED가 깜박이고 팬이 시작하면서 컨트롤러의 전원이 켜졌음을 알려줍니다.

팬이 처음 전원을 켤 때 매우 큰 소리가 발생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설치 및 구성을 완료합니다

컨트롤러 케이블을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설정과 구성을 완료합니다.

1단계: 데이터 호스트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라 스토리지 시스템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옵션 1: 직접 연결 토폴로지

다음 예에서는 직접 연결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데이터 호스트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28



1. 각 호스트 어댑터를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옵션 2: Fabric 토폴로지

다음 예에서는 패브릭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데이터 호스트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각 호스트 어댑터를 스위치에 직접 연결합니다.

2. 각 스위치를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2단계: 관리 연결을 연결하고 구성합니다

DHCP 서버 또는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여 컨트롤러 관리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옵션 1: DHCP 서버

DHCP 서버를 사용하여 관리 포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주소를 각 컨트롤러의 영구 임대로 연결하도록 DHCP 서버를 구성합니다.

•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할당된 IP 주소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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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이더넷 케이블을 각 컨트롤러의 관리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RJ-45 이더넷 케이블(주문한 경우)

다음 그림은 컨트롤러의 관리 포트 위치(EF600 표시)의 예입니다.

2. 브라우저를 열고 네트워크 관리자가 제공한 컨트롤러 IP 주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옵션 2: 고정 IP 주소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하여 관리 포트를 수동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컨트롤러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 DNS 및 NTP 서버 정보를 얻습니다.

• 사용 중인 노트북이 DHCP 서버로부터 네트워크 구성을 수신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A의 관리 포트를 랩톱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합니다.

컨트롤러 A는 상부 컨트롤러 캐니스터이고 컨트롤러 B는 하부 컨트롤러 캐니스터입니다.

RJ-45 이더넷 케이블(주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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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컨트롤러의 관리 포트 위치(EF600 표시)의 예입니다.

2. 브라우저를 열고 기본 IP 주소(169.254.128.101)를 사용하여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컨트롤러가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다시 보냅니다. 브라우저가 연결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3. 브라우저의 지침에 따라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계속 진행합니다.

연결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DHCP 서버로부터 네트워크 구성을 받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4. 스토리지 시스템의 암호를 설정하여 로그인합니다.

5.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 설정 구성 * 마법사에서 제공한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A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한 다음 * 마침 * 을 선택합니다.

IP 주소를 재설정하면 System Manager에서 컨트롤러에 대한 연결이 끊어집니다.

6.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랩톱을 분리하고 컨트롤러 A의 관리 포트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7.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컨트롤러 A의 새로 구성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컨트롤러 A와의 연결이 끊긴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컨트롤러 B에 연결하여 컨트롤러
B(169.254.128.102)를 통해 컨트롤러 A에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8. 이전에 설정한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구성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9.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 설정 구성] * 마법사에서 제공한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B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한 다음 [마침]을 선택합니다.

10. 컨트롤러 B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11. 브라우저에 컨트롤러 B의 구성된 IP 주소를 입력하여 컨트롤러 B의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합니다.

컨트롤러 B에 대한 연결이 끊긴 경우 이전에 검증된 컨트롤러 A 연결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A를 통해
컨트롤러 B에 대한 연결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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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EF300 또는 EF600 하드웨어를 설치한 후에는 SANtricit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성 및
관리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관리 포트를 구성합니다.

• 암호 및 IP 주소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단계

1. 웹 브라우저에 컨트롤러를 연결합니다.

2.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EF300 또는 EF600 시리즈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하십시오. System

Manager에 포함된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려면 관리 포트를 구성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SAS 확장을 위해 EF300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EF600 하드웨어 유지 관리" SAS 확장 카드 설치
및 의 경우 "E-Series 하드웨어 케이블링" SAS 확장 케이블 연결용.

E2800 및 E5700

E2800 및 E5700 스토리지 시스템 설치 및 설정

E2800 또는 E5700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다음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새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정하는 과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 PDF *

이 문서는 추가 컨텐츠에 대한 라이브 링크가 포함된 단계별 지침의 인쇄 가능한 PDF입니다. 시작하려면 다음
포스터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E2860, E5760 및 DE460C PDF 포스터"

◦ "E5724, EF570, EF280, E2812, E2824, DE212C 및 DE224C PDF 포스터"

• * 온라인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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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설정 지침입니다. 시작하려면 다음 항목 중 하나로 시작하십시오.

◦ E2860, E5760 및 DE460C 설치 준비

◦ E5724, EF570, EF280, E2812, E2824, DE212C 및 DE224C

개요

새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정하기 전에 설치 프로세스를 숙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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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의 드라이브를 설치하고 설정합니다

설치 준비

E2860, E5760 또는 DE460 시리즈 스토리지 시스템 설치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단계

1. 에서 계정을 만들고 하드웨어를 등록합니다 "mysupport.netapp.com".

2. 받은 상자에 다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쉘프, 베젤 및 랙 마운트 하드웨어

선반 핸들 x4

다음 표에서는 수신할 수 있는 케이블 유형을 보여 줍니다.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케이블을 받은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케이블을 찾아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커넥터 유형 케이블 유형 사용

이더넷 케이블

(주문한 경우)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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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유형 케이블 유형 사용

I/O 케이블

(주문한 경우)

데이터 호스트 케이블 연결

전원 케이블

쉘프당 2개

(주문한 경우)

스토리지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SAS 케이블(드라이브 쉘프에만
포함)

쉘프 케이블링

3. 다음 항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Phillips #2 드라이버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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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스트랩

4U 랙 공간: 표준 19인치 48.30cm(48.30cm) 랙은 다음 치수의 4U 쉘프에 맞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 깊이 *:38.25인치 (97.16cm)

너비 *:17.66in. (44.86cm)

• 높이 *: 6.87in. (17.46cm)

• 최대 중량 *: 113kg(250lb)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원되는 브라우저:

• Google Chrome(버전 47 이상)

• Microsoft Internet Explorer(버전 11 이상)

• Microsoft Edge(EdgeHTML 12 이상)

• Mozilla Firefox(버전 31 이상)

• Safari(버전 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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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E2860, E57760 또는 DE460 스토리지 시스템을 2포스트 랙 또는 NetApp 시스템 캐비닛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에서 하드웨어를 등록하십시오 "mysupport.netapp.com".

•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작업 영역을 준비합니다.

• ESD 밴드를 착용하고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아래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모든 지침을 읽으십시오.

단계

1. 하드웨어 내용물의 포장을 풀고 포함된 하드웨어의 포장 명세서에 대한 인벤토리를 생성합니다.

2. 레일을 설치합니다.

랙 장착 하드웨어에 지침이 포함된 경우 레일 설치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랙 장착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랙
마운트 하드웨어".

사각 구멍 캐비닛의 경우, 먼저 제공된 케이지 너트를 설치하여 선반의 전면과 후면을 나사로
고정해야 합니다.

3. 쉘프를 설치합니다.

빈 선반의 중량은 약 60kg(132lb)입니다. 빈 선반을 안전하게 옮기려면 기계화된 리프트 또는
리프트 핸들을 사용하는 4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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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반을 손으로 들어올리는 경우 리프트 핸들 4개를 장착합니다. 딸깍 소리가 나면서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각
손잡이를 위로 밉니다.

b. 하단에서 쉘프를 지지한 다음 캐비닛에 밀어 넣습니다. 리프트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 선반이 캐비닛에 들어갈 때
한 번에 한 세트를 제거합니다. 핸들을 분리하려면 분리 래치를 뒤로 당기고 아래로 누른 다음 쉘프를 당겨
빼냅니다.

4. 쉘프를 고정하십시오.

a. 양쪽의 선반 상단에서 첫 번째 및 세 번째 구멍에 나사를 삽입하여 캐비닛 전면에 고정시킵니다.

b. 선반 상단 후면 섹션의 양쪽에 후면 브래킷 2개를 놓습니다. 각 브래킷의 첫 번째 및 세 번째 구멍에 나사를
삽입하여 캐비닛 뒷면을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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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a. 정전기 방전을 방지하려면 ESD 밴드의 스트랩 끝을 손목 둘레에 감고 클립 끝을 금속 접지에 고정합니다.

b. 상단 드로어의 전면 왼쪽 슬롯부터 드라이브 슬롯에 조심스럽게 배치하고 딸깍 소리가 나면서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들어 올린 드라이브 핸들을 내려 각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 드라이브 수가 60개 미만인 경우, SSD(Solid State Drive)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드라이브 용량이 다른
경우:

▪ 쉘프당 최소 20개의 드라이브를 유지합니다. 적절한 냉각 공기 흐름을 위해 각 드로어의 전면 슬롯
4개에 드라이브를 먼저 설치합니다.

▪ 나머지 드라이브를 서랍에 모두 배포합니다. 가능한 경우 각 드로어에 동일한 수의 각 드라이브 유형을
설치하여 드로어 손실 보호 볼륨 그룹 또는 디스크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모든 SSD를 서랍에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c. 중앙을 밀고 양쪽 래치를 부드럽게 닫아 드로어를 조심스럽게 다시 밀어 넣습니다.

▪ 서랍을 강제로 밀어 넣지 마십시오.

▪ 커넥터 도구를 사용하여 스네이크 케이블의 커넥터를 분리한 후 다시 연결하고 '딸깍' 소리가 들렸는지
확인하고 다시 연결합니다.

▪ 분리 및 재연결은 초기 설정 시 또는 트레이가 다른 위치로 배송될 때만 필요합니다.

d. 전면 베젤을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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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손상 위험 — 서랍을 바인딩할 경우 미는 것을 중지하십시오. 드로어 전면의 분리 레버를 사용하여
드로어를 뒤로 밉니다. 그런 다음 서랍을 슬롯에 조심스럽게 다시 넣습니다.

선반에 케이블 연결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을 켜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 절차는 IOM12 및 IOM12B 드라이브 쉘프에 적용됩니다.

IOM12B 모듈은 SANtricity OS 11.70.2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IOM12B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컨트롤러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쉘프 IOM 핫 스왑 또는 교체와 유사할 경우 적용됩니다. 즉, IOM12 모듈을 다른 IOM12

모듈로 교체하거나 IOM12B 모듈을 다른 IOM12B 모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쉘프는 IOM12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IOM12B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선반에 케이블 연결

구성에 따라 시스템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이 섹션에 표시된 예보다 더 많은 케이블 연결 옵션이 필요한 경우 을
참조하십시오 "케이블 연결".

이 섹션에 표시된 예는 다음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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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케이블 *

예 A: 표준 SAS 구성에서 DE460C 디스크 쉘프 2개가 장착된 E2860 컨트롤러 쉘프

a. 컨트롤러 A를 첫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IOM A에 연결합니다.

b. 첫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IOM A를 두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IOM A에 연결합니다.

c. 첫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케이블 IOM B를 두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IOM B에 연결합니다.

d. 컨트롤러 B를 두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IOM B에 연결합니다.

예 B: 표준 SAS 구성에서 DE460C 디스크 쉘프 1개가 장착된 E2860 컨트롤러 쉘프

e. 컨트롤러 A를 IOM A에 연결합니다

f. 컨트롤러 B를 IOM B에 연결합니다

2.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을 켭니다.

다음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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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케이블 *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a. 각 셸프의 전원 케이블 2개를 캐비닛이나 랙의 서로 다른 PDU(Power Distribution Unit)에 연결합니다.

b. 드라이브 쉘프가 있는 경우, 먼저 2개의 전원 스위치를 켜십시오. 컨트롤러 쉘프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2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c. 컨트롤러 쉘프에 있는 2개의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d. 각 컨트롤러에서 LED 및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부팅 중에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OS, SD, 블랭크의 반복 시퀀스가 표시되어 컨트롤러가 당일(start-of-

day) 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쉘프 ID가 표시됩니다.

• 예: 전원 연결은 선반 후면에 있습니다.

*

스토리지 시스템의 설치 및 구성을 완료합니다

컨트롤러를 네트워크에 케이블로 연결하고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1단계: 데이터 호스트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라 시스템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AIX ® 를 사용하는 경우 E-Series 다중 경로 드라이버를 어레이에 연결하기 전에 호스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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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1: 직접 연결 토폴로지

다음 예에서는 직접 연결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데이터 호스트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각 호스트 어댑터를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옵션 2: Fabric 토폴로지

다음 예에서는 패브릭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데이터 호스트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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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호스트 어댑터를 스위치에 직접 연결합니다.

2. 각 스위치를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2단계: 관리 연결을 연결하고 구성합니다

DHCP 서버 또는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여 컨트롤러 관리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옵션 1: DHCP 서버

DHCP 서버를 사용하여 관리 포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주소를 각 컨트롤러의 영구 임대로 연결하도록 DHCP 서버를 구성합니다.

•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스토리지 시스템에 접속할 할당된 IP 주소를 얻습니다.

단계

1. 이더넷 케이블을 각 컨트롤러의 관리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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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케이블(주문한 경우)

다음 그림은 컨트롤러의 관리 포트 위치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E2800 컨트롤러 P1 관리 포트

E5700 컨트롤러 P1 관리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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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우저를 열고 네트워크 관리자가 제공한 컨트롤러 IP 주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옵션 2: 고정 IP 주소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하여 관리 포트를 수동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컨트롤러의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 DNS 및 NTP 서버 정보를 얻습니다.

• 사용 중인 노트북이 DHCP 서버로부터 네트워크 구성을 수신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A의 관리 포트를 랩톱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주문한 경우)

다음 그림은 컨트롤러의 관리 포트 위치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E2800 컨트롤러 P1 관리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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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700 컨트롤러 P1 관리 포트

2. 브라우저를 열고 기본 IP 주소(169.254.128.101)를 사용하여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컨트롤러가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다시 보냅니다. 브라우저가 연결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3. 브라우저의 지침에 따라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계속 진행합니다.

연결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DHCP 서버로부터 네트워크 구성을 받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4. 스토리지 시스템의 암호를 설정하여 로그인합니다.

5.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 설정 구성 * 마법사에서 제공한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A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한 다음 * 마침 * 을 선택합니다.

IP 주소를 재설정하면 System Manager에서 컨트롤러에 대한 연결이 끊어집니다.

6.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랩톱을 분리하고 컨트롤러 A의 관리 포트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7.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컨트롤러 A의 새로 구성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컨트롤러 A와의 연결이 끊긴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컨트롤러 B에 연결하여 컨트롤러
B(169.254.128.102)를 통해 컨트롤러 A에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8. 이전에 설정한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구성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9.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 설정 구성] * 마법사에서 제공한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B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한 다음 [마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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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컨트롤러 B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11.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 B의 새로 구성된 IP 주소를 입력하여 컨트롤러 B의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합니다.

컨트롤러 B에 대한 연결이 끊긴 경우 이전에 검증된 컨트롤러 A 연결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A를 통해
컨트롤러 B에 대한 연결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리합니다

하드웨어를 설치한 후 SANtricit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관리 포트를 구성합니다.

• 암호 및 IP 주소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를 구성하고 관리합니다.

2. 가장 단순한 네트워크 구성에서 컨트롤러를 웹 브라우저에 연결하고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단일
E2800 또는 E5700 시리즈 스토리지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려면 관리 포트를 구성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12개 및 24개 드라이브 설치 및 설정

설치 준비

E5724, EF570, EF280, E2812, E2824, 설치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DE212C 또는
DE224C 시리즈 스토리지 시스템.

단계

1. 에서 계정을 만들고 하드웨어를 등록합니다 "mysupport.netapp.com".

2. 받은 상자에 다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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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가 설치된 쉘프(베젤 별도 패키지)

랙 마운트 하드웨어

다음 표에서는 수신할 수 있는 케이블 유형을 보여 줍니다.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케이블을 받은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케이블을 찾아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커넥터 유형 케이블 유형 사용

이더넷 케이블

(주문한 경우)

관리 연결

I/O 케이블

(주문한 경우)

데이터 호스트 케이블 연결

전원 케이블

(주문한 경우)

스토리지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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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유형 케이블 유형 사용

SAS 케이블은 드라이브 쉘프에만
포함됩니다

SAS 케이블

3. 다음 항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Phillips #2 드라이버

플래시

ESD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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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U 랙 공간: 의 표준 19인치 (48.30cm) 랙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 깊이 *:19.0in. (48.3cm)

• 너비 *:17.6인치 (44.7cm)

• 높이 *: 3.34in. (8.48cm)

• 쉘프 *: 24 드라이브

• 최대 중량 *: 27.4kg(60.5lb)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원되는 브라우저:

• Google Chrome(버전 78 이상)

• Microsoft Internet Explorer(버전 11 이상)

• Microsoft Edge(88 이상)

• Mozilla Firefox(버전 70 이상)

• Safari(버전 12 이상)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E5724, EF570, EF280, E2812, E2824, DE212C 또는 DE224C 스토리지 시스템을 2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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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또는 NetApp 시스템 캐비닛에 설치.

시작하기 전에

하드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에서 하드웨어를 등록하십시오 "mysupport.netapp.com".

•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작업 영역을 준비합니다.

• ESD 밴드를 착용하고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아래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모든 지침을 읽으십시오.

단계

1. 하드웨어 내용물의 포장을 풀고 포함된 하드웨어의 포장 명세서에 대한 인벤토리를 생성합니다.

2. 레일을 설치합니다.

랙 장착 하드웨어에 지침이 포함된 경우 레일 설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랙
장착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랙 마운트 하드웨어".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랙 또는 캐비닛 하단에서 상단까지 하드웨어를 설치하십시오.

3. 쉘프를 설치합니다.

드라이브가 완전히 장착된 경우, 각 쉘프의 무게는 29kg(64파운드) 정도입니다. 선반을 안전하게
옮기려면 2명 또는 기계 리프트가 필요합니다.

a. 캐비닛 하단에서 원하는 선반부터 시작하여 선반 후면(커넥터가 있는 끝)을 레일에 놓습니다.

b. 하단에서 쉘프를 지지한 다음 캐비닛에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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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쉘프를 고정하십시오.

에 나와 있는 대로 랙에 쉘프를 고정합니다 "랙 마운트 하드웨어".

a. 양쪽의 선반 상단에서 첫 번째 및 세 번째 구멍에 나사를 삽입하여 캐비닛 전면에 고정시킵니다.

b. 선반 상단 후면 섹션의 양쪽에 후면 브래킷 2개를 놓습니다. 각 브래킷의 첫 번째 및 세 번째 구멍에 나사를
삽입하여 캐비닛 뒷면을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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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젤 또는 엔드 캡을 설치합니다.

a. 각 끝의 구멍이 컨트롤러 쉘프의 고정 장치에 맞춰되도록 컨트롤러 쉘프 전면에 전면 베젤을 배치합니다.

b. 베젤을 제자리에 끼웁니다.

c. 드라이브 쉘프 옵션이 있는 경우, 엔드 캡의 구멍이 쉘프 왼쪽의 패스너와 정렬되도록 드라이브 쉘프 전면에
좌측 엔드 캡을 배치하십시오.

d. 엔드 캡을 제자리에 끼웁니다.

e. 오른쪽 엔드 캡에 대해 위 단계를 반복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을 켜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 절차는 IOM12 및 IOM12B 드라이브 쉘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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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12B 모듈은 SANtricity OS 11.70.2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IOM12B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컨트롤러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쉘프 IOM 핫 스왑 또는 교체와 유사할 경우 적용됩니다. 즉, IOM12 모듈을 다른 IOM12

모듈로 교체하거나 IOM12B 모듈을 다른 IOM12B 모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쉘프는 IOM12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IOM12B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선반에 케이블 연결

구성에 따라 시스템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표시된 예보다 더 많은 케이블 연결 옵션이 필요한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케이블 연결".

표시된 예는 다음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SAS 케이블 *

예 A: 표준 SAS 구성의 DE212C/DE224 디스크 쉘프 3개가 포함된 E5700 컨트롤러 쉘프

a. 컨트롤러 A를 첫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IOM A에 연결합니다.

b. 첫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IOM A를 두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IOM A에 연결합니다.

c. 두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IOM A를 세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IOM A에 연결합니다.

d. 컨트롤러 B를 세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IOM B에 연결합니다.

e. 두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케이블 IOM B를 세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IOM B에 연결합니다.

f. 첫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케이블 IOM B를 두 번째 드라이브 쉘프의 IOM B에 연결합니다.

예 B: 표준 SAS 구성의 DE212C/DE224 디스크 쉘프 1개가 있는 E5700 컨트롤러 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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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컨트롤러 A를 IOM A에 연결합니다

h. 컨트롤러 B를 IOM B에 연결합니다

2.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을 켭니다.

다음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 전원 케이블 *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a. 각 셸프의 전원 케이블 2개를 캐비닛이나 랙의 서로 다른 PDU(Power Distribution Unit)에 연결합니다.

b. 드라이브 쉘프가 있는 경우, 먼저 2개의 전원 스위치를 켜십시오. 컨트롤러 쉘프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2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c. 컨트롤러 쉘프에 있는 2개의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d. 각 컨트롤러에서 LED 및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부팅 중에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OS, SD, 블랭크의 반복 시퀀스가 표시되어 컨트롤러가 당일(start-of-

day) 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쉘프 ID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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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원 연결은 선반 후면에 있습니다.

*

스토리지 시스템의 설치 및 구성을 완료합니다

컨트롤러를 네트워크에 케이블로 연결하고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1단계: 데이터 호스트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라 시스템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AIX ® 를 사용하는 경우 E-Series 다중 경로 드라이버를 어레이에 연결하기 전에 호스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옵션 1: 직접 연결 토폴로지

다음 예에서는 직접 연결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데이터 호스트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58



1. 각 호스트 어댑터를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옵션 2: Fabric 토폴로지

다음 예에서는 패브릭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데이터 호스트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1. 각 호스트 어댑터를 스위치에 직접 연결합니다.

2. 각 스위치를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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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관리 연결을 연결하고 구성합니다

DHCP 서버 사용 또는 정적 IP 주소 사용 두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컨트롤러 관리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옵션 1: DHCP 서버

DHCP 서버를 사용하여 관리 포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주소를 각 컨트롤러의 영구 임대로 연결하도록 DHCP 서버를 구성합니다.

•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할당된 IP 주소를 얻습니다.

단계

1. 이더넷 케이블을 각 컨트롤러의 관리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주문한 경우)

다음 그림은 컨트롤러의 관리 포트 위치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E2800 컨트롤러 P1 관리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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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700 컨트롤러 P1 관리 포트

2. 브라우저를 열고 네트워크 관리자가 제공한 컨트롤러 IP 주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옵션 2: 고정 IP 주소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하여 관리 포트를 수동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컨트롤러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소, DNS 및 NTP 서버 정보를 얻습니다.

• 사용 중인 노트북이 DHCP 서버로부터 네트워크 구성을 수신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A의 관리 포트를 랩톱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주문한 경우)

다음 그림은 컨트롤러의 관리 포트 위치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61



E2800 컨트롤러 P1 관리 포트

E5700 컨트롤러 P1 관리 포트

2. 브라우저를 열고 기본 IP 주소(169.254.128.101)를 사용하여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컨트롤러가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다시 보냅니다. 브라우저가 연결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3. 브라우저의 지침에 따라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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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DHCP 서버로부터 네트워크 구성을 받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4. 스토리지 시스템의 암호를 설정하여 로그인합니다.

5.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 설정 구성 * 마법사에서 제공한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A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한 다음 * 마침 * 을 선택합니다.

IP 주소를 재설정하면 System Manager에서 컨트롤러에 대한 연결이 끊어집니다.

6.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랩톱을 분리하고 컨트롤러 A의 관리 포트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7.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컨트롤러 A의 새로 구성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컨트롤러 A와의 연결이 끊긴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컨트롤러 B에 연결하여 컨트롤러
B(169.254.128.102)를 통해 컨트롤러 A에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8. 이전에 설정한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구성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9.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 설정 구성] * 마법사에서 제공한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B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한 다음 [마침]을 선택합니다.

10. 컨트롤러 B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11.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 B의 새로 구성된 IP 주소를 입력하여 컨트롤러 B의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합니다.

컨트롤러 B에 대한 연결이 끊긴 경우 이전에 검증된 컨트롤러 A 연결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A를 통해
컨트롤러 B에 대한 연결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를 설치한 후 SANtricit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관리 포트를 구성합니다.

• 암호 및 IP 주소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를 구성하고 관리합니다.

2. 가장 단순한 네트워크 구성에서 컨트롤러를 웹 브라우저에 연결하고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단일
E2800 또는 E5700 시리즈 스토리지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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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려면 관리 포트를 구성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3040 40U 캐비닛

3040 40U 캐비닛에 용지함을 설치합니다

E-Series 3040 40U 캐비닛에 다음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및 확장 드라이브 트레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E2612, E2624 및 E2660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 E2712, E2724, E2760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 E5412, E5424 및 E5460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 E5512, E5524 및 E5560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 E5612, E5624 및 E5660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 EF540, EF550 및 EF560 Flash Array

• DE1600, DE5600 및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

다음 SAS-3 컨트롤러 쉘프와 드라이브 쉘프를 캐비닛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E2812, E2824 및 E5724 컨트롤러 쉘프

• DE212C 및 DE224C 드라이브 쉘프

그러나 이러한 선반의 사양은 이 절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캐비닛 사양

모델 3040 40U 캐비닛에는 다음과 같은 표준 기능이 있습니다.

• 래치로 잠기고 잠글 수 있는 리어 도어

• 표준 EIA(Electronic Industry Association) 지지 레일은 표준 48.3cm(19인치) 와이드 캐비닛에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장착 구멍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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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 아래에 있는 4개의 롤러 캐스터 및 4개의 조정 가능한 수평 조정 받침을 사용하여 캐비닛을 이동한 다음
마지막 위치에서 캐비닛의 수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구 위치에 설치한 후 캐비닛을 안정화하는 안정판 받침대입니다

• 인터페이스 케이블용 개구부에 액세스합니다

• 통합 전원 연결 및 전원 처리 용량을 제공하는 2개의 AC PDU(Power Distribution Unit

다음 그림은 캐비닛의 전면(왼쪽)과 후면(오른쪽)을 보여줍니다.

1.

환기 커버

2.

인터페이스 케이블 액세스 개구부

3.

리어 플레이트

4.

EIA 지지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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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직 지지 레일

6.

캐비닛 장착 레일

7.

안정감 있는 발

8.

조정 가능한 수평 조정 받침대

9.

배전 장치(2개 중 하나)

10.

AC 전원 입력함

11.

캐비닛 전면

12.

캐비닛 후면

* 부상 위험 * — 캐비닛의 아래쪽 절반이 비어 있는 경우 캐비닛 상반부에 구성 요소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캐비닛의 상단 절반 이 하단 절반 이하로 너무 무거워지면 캐비닛이 추락하여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항상 캐비닛의 사용 가능한 가장 낮은 위치에 구성 요소를 설치합니다.

* 부상 위험 * — 지게차나 다른 사람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채워진 캐비닛만 이동하십시오. 캐비닛이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전면에서 캐비닛 을 누르십시오. 완전히 장착된 캐비닛의 중량은
909kg(2000lb)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캐비닛은 평평한 표면에서도 이동이 어렵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캐비닛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캐비닛 상단 절반에서 구성 요소를 제거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E2860 또는 E5760 컨트롤러 쉘프 또는 DE460C 드라이브 쉘프를 3040 40U 캐비닛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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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캐비닛이 DE6600 트레이로 완전히 채워진 경우 무게는 1250.1kg(2756lb)을 넘습니다.

전력 요구 사항 및 열 손실

캐비닛에는 전원 및 열 방산에 대한 다음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원 등급

3040 40U 캐비닛은 50 Hz ~ 60 Hz에서 200 VAC ~ 240 VAC로 정격되며 해당 범위의 ± 10%까지 작동합니다.

PDU(Power Distribution Unit)

캐비닛에는 2개의 동일한 AC PDU(Power Distribution Unit)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PDU는 최대 72A의 가용 전력을
제공합니다. PDU는 캐비닛 후면에 수직으로 장착되며 각 PDU에는 6개의 12A 전원 뱅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전원
뱅크에는 4개의 IEC 60320-C19 전원 콘센트와 15A 회로 차단기가 있습니다. 각 PDU에는 총 24개의 콘센트와 6개의
회로 차단기가 있습니다.

2개의 PDU에는 3개의 전원 입력란이 있으며, 이 상자는 캐비닛 하단에 있습니다. 각 전원 입력란에는 다음과 같이
8개의 전원 콘센트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전원 코드 C1이 있는 입력 상자 1은 하단 8개의 콘센트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 전원 코드 C2가 있는 입력함 2는 중앙 8개 콘센트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 전원 코드 C3이 있는 입력 상자 3은 상단 8개의 콘센트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전원 입력란에는 C1, C2 및 C3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으며, 여기서 전원 코드가 모듈에 연결됩니다.

캐비닛의 전력 계산 및 열 계산

구성 요소 kVA 와트 BTU/시간

캐비닛 PDU(72A PDU) 14.4 14400 49176)을 참조하십시오

캐비닛 PDU/12A 뱅크(72A

PDU)

2.40 * 2400 * 8196 *

E2612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0.437 433 1476

E2624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0.487 482 1644

E2660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1.128 1117 3810

E2712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0.516 5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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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kVA 와트 BTU/시간

E2724 컨트롤러 - 드라이브
트레이

0.561 555 1894

E2760 컨트롤러 - 드라이브
트레이

1.205 1193 4072

E5412 컨트롤러 - 드라이브
트레이

0.558 552 1883

E5424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및 EF540 플래시
어레이

0.607 601 2051

E5460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1.254 1242를 참조하십시오 4237

E5512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0.587 581 1982년

E5524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및 EF550 Flash

Array

0.637 630 2150

E5560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1.285 1272)를 참조하십시오 4342

E5612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0.625 619)를 참조하십시오 2111

E5624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및 EF560 Flash

Array

0.675 668 2279

E5660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1.325 1312 4477

DE1600 드라이브 트레이 0.325 322 1099

DE5600 드라이브 트레이 0.375 371 1267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 0.1.011 1001 3415

최대 용지함 수

3040 40U 캐비닛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용지함 수는 랙 장치(U)의 각 용지함 높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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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유닛의 트레이 높이(U)

각 랙 유닛은 4.45cm(1.75인치)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10개의 4U 트레이, 최대 20개의 2U 트레이 또는 2U 및 4U

트레이의 조합을 최대 40U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지함 랙 유닛(U)

E2x12 또는 E2x24 컨트롤러 - 드라이브 트레이 2U

E2x60 컨트롤러 - 드라이브 트레이 4U

E5x12 또는 E5x24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2U

E55x60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4U

EF5x0 플래시 어레이 2U

DE1600 드라이브 트레이 2U

DE5600 드라이브 트레이 2U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 4U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수집합니다

3040 40U 캐비닛을 설치하기 전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

1. 다음 표에 나열된 모든 항목을 수집합니다.

항목 캐비닛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3/4인치 렌치 * (운송 상자에
제공됨) — 캐비닛 아래에 있는
수평 조정 받침대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 1/4인치 앨런 렌치 * — 캐비닛
전면에서 안정성 받침대를
올리고 내립니다.

69



항목 캐비닛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NEMA L6-30 * • AC 전원 코드 * — 캐비닛을 외부
전원(벽면 플러그)에 연결합니다.

◦ NEMA L6-30 커넥터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EC-60309 커넥터는 미국
및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사용됩니다.

각 PDU는 독립
전원에 연결해야
합니다.

• IEC-60309** • SAS 케이블**(선택 사항) – 각
드라이브 트레이에는 2개의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으며
호스트측 케이블은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 통신 케이블**(선택 사항) –

트레이를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필요한 추가 항목은 해당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장착 가능한 케이블 스풀** –

과도한 케이블 길이와 케이블
라우팅을 수용하기 위해 수직
전원 분배 콘센트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에는 케이블
스풀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스풀이 독립형 드라이브
트레이와 함께 제공됩니다.

• 전단기** – 운송 상자에 있는
금속 밴드를 잘라냅니다.

지게차**(옵션) – 선적 팔레트에서
캐비닛을 제거합니다.

• 전면 패널 키트**(선택 사항) –

캐비닛 전면의 빈 베이를
덮습니다.

70



항목 캐비닛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전기 방지 가방**(선택 사항) –

캐비닛의 설치 과정에서
분리되는 구성요소를
보호합니다.

캐비닛을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총 중량을 예상하여 캐비닛을 입고 구역에서 해당 위치에서 이동하고, 캐비닛을 적응시키고,

포장재를 제거하고, 운송 내용물을 확인하여 캐비닛을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1단계: 캐비닛 무게 예측

캐비닛은 최대 909.1kg(2000lb)의 용량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캐비닛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캐비닛의 대략적인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단계

1. 다음 표를 참조하여 캐비닛의 대략적인 총 중량을 계산합니다.

캐비닛의 총 중량은 캐비닛에 설치된 용지함의 수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성 요소 무게 참고

캐비닛 138.80kg(306.0lb) 리어 도어를 장착한 상태에서
비우십시오

배전 장치(PDU[쌍]) 19.96kg(44.0lb)

장착 레일(쌍) 1.59kg(3.50lb)

E2612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27kg(59.52lb) 최대 구성

E2624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26.12kg(57.32lb) 최대 구성

E2660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105.2kg(232lb) 최대 구성

E2712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27.12kg(59.8lb) 최대 구성

E2724 컨트롤러 - 드라이브 트레이 26kg(57.32lb) 최대 구성

E2760 컨트롤러 - 드라이브 트레이 105.2kg(232lb) 최대 구성

E5412 컨트롤러 - 드라이브 트레이 27.92(61.52lb) 최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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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무게 참고

E5424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26.92kg(59.32lb) 최대 구성

E5460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105.2kg(232lb) 최대 구성

E5512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28.89kg(63.7lb) 최대 구성

E5524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27.9kg(61.52lb) 최대 구성

E5560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107.13kg(236.2lb) 최대 구성

E5612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28.89kg(63.7lb) 최대 구성

E5624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27.9kg(61.52lb) 최대 구성

E5660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107.13kg(236.2lb) 최대 구성

EF540 플래시 어레이 23.64kg(52.12lb) 최대 구성

EF550 Flash Array 24.63kg(54.32lb) 최대 구성

EF560 플래시 어레이 24.63kg(54.32lb) 최대 구성

DE1600 드라이브 트레이 26.3kg(58lb) 최대 구성

DE5600 드라이브 트레이 25.31kg(55.8lb) 최대 구성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 1,04.1kg(2,29.6lb) 최대 구성

2. 다음 참고 사항을 검토합니다.

캐비닛을 최종 위치로 이동하기 전에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드라이브를 모두 제거합니다.

* 발생 가능한 장비 손상 * —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가 장착된 캐비닛은 드라이브 없이 출하되어
선적 중량이 줄어듭니다.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가 장착된 캐비닛은 무게가 1247.3 kg(2750

lb)을 넘을 수 있으므로 드라이브를 로드하기 전에 캐비닛을 제 위치로 이동하고 캐비닛 대상의 바닥
로드 기능이 해당 중량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트레이 구성 요소 손상 가능성 * — 평평한 표면에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를 두지 마십시오.

드로어를 운영 또는 이동하기 전에 캐비닛에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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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실내 온도 조절 캐비닛

포장재를 제거하기 전에 캐비닛과 트레이가 실내 환경에 맞게 잘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

1. 실외 온도가 0°C(32°F) 미만인 경우 응축을 방지하려면 캐비닛 및 트레이 내부의 크레이트를 24시간 이상 실내
상태로 두십시오.

2. 도착 시 외부 온도에 따라 24시간 안정화 기간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트레이 구성 요소의 손상 가능성--캐비닛과 트레이를 받을 때 외부 온도가 0°C(32°F) 미만인 경우
즉시 포장을 풀거나 포장을 풀지 마십시오. 차가운 부품을 따뜻한 실내 온도에 노출시키면 응결이
발생하여 구성 요소가 손상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포장재를 제거합니다

캐비닛이 실내 온도에 도달한 후에만 포장재를 제거합니다.

단계

1. 배송 상자 전면에 있는 포장 풀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2. 동봉된 지침에 따라 포장재를 제거합니다.

4단계: 배송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배송 내용물을 확인하여 모든 장비가 현장에 도착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포장 목록을 받은 장비와 비교합니다.

2. 모든 장비가 현장에 도착했는지 확인합니다.

3. 누락된 품목이 있으면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5단계: 캐비닛에서 무거운 부품을 제거합니다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캐비닛 상단에 있는 무거운 부품 중 일부를 제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캐비닛을 이동하기 전에 최대 중량이 2000lb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각 항목을 원래 위치에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각 용지함, 구성요소 및 케이블을 분리하기 전에 위치를 기록해
두십시오.

단계

1. 케이블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 나중에 재조립할 수 있도록 케이블 구성을 기록합니다.

2. 캐비닛 상단의 절반에서 드라이브 트레이와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를 분리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를 동일한
용지함에 함께 보관하십시오.

각 용지함의 후면에서 전원 공급 장치 또는 기타 구성 요소를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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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구성 요소를 별도의 정전기 방지 백에 넣습니다. 원래 배송 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자를 사용하여 구성 요소를
운반합니다.

캐비닛을 영구 위치로 이동합니다

3040 40U 캐비닛에는 캐비닛을 영구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고성능 캐스터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고 캐비닛을 팔레트 밖으로 굴리는 지침을 검토합니다.

배송 크래츠는 내장 램프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배송 상자 전면에 있는 포장 풀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적재 도크와 캐비닛의 최종 목적지 사이의 모든 램프를 평가합니다.

모든 램프를 평가하여 캐비닛의 무게 중심(캐비닛이 램프 위에 있고 비스듬히 앉아 있는 경우)이 캐비닛의 설치 공간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대부분의 캐비닛에는 드라이브 트레이가 장착됩니다. 이 경우 캐비닛 전면 부분의 무게가 대부분 가벼워 무게 중심이
전면과 더 가깝게 됩니다.

단계

1. 캐비닛에서 가장 위에 있는 장치를 제거하여 캐비닛이 최종 위치로 안전하게 운반되도록 합니다. 경사가 있거나
경사가 10도를 초과하는 경사가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2. 다음 그림에 표시된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여 캐비닛을 영구 위치로 이동합니다. 캐비닛 전면이 아니라 앞쪽을
눌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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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설치를 완료합니다

캐비닛을 이동한 후 수평 조정 받침과 안정성 받침대를 내리고 분리한 구성 요소를 다시 설치하고
필요한 다른 구성 요소를 설치한 다음 캐비닛을 전원에 연결합니다.

1단계: 하부 레벨링 피트 및 스태빌리티 풋

캐비닛의 발을 조정하여 캐비닛을 고정합니다. 수평 조정 받침은 캐비닛을 캐스터 쪽으로 지지합니다. 안정성 받침은
캐비닛을 영구 위치에 놓은 후 캐비닛이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단계

1. 고정 다리를 내려 캐비닛을 캐스터에 지지합니다.

수평 조정 받침은 캐비닛의 각 하단 모서리 근처에 있습니다.

2. 캐비닛이 가능한 한 수평인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그림은 안정형 받침과 수평 조정 발의 근접 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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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평 조정 받침대

2.

안정감 있는 발

2단계: 용지함을 다시 설치합니다

캐비닛을 이동한 후 트레이를 원래 위치에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_캐비닛 상단의 머리 위에 다음 트레이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채워진 경우 각 용지함의 무게는
100kg(220lb)을 넘습니다. 캐비닛 상단에 설치된 경우, 이러한 트레이는 언밸런스가 쉽게
언밸런스드(E2660, E2660, E2760, E5460, E5560, E5660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와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를 함께 탑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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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모든 트레이를 캐비닛의 원래 위치에 다시 설치합니다.

* 신체 부상 위험 * — 빈 트레이의 무게는 약 56.7kg(125lb)입니다. 빈 트레이를 안전하게 옮기려면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지함에 구성 요소가 들어 있는 경우 트레이를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기계화된 리프트가 필요합니다

2. 용지함의 원래 위치에 모든 구성 요소를 다시 설치합니다.

주소 충돌 및 데이터 액세스 손실을 방지하려면 동일한 트레이의 모든 구성 요소와 트레이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교체하십시오

3. 모든 케이블을 용지함의 원래 위치에 다시 설치합니다.

4.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캐비닛에 배선합니다.

5. 주 전원 코드를 캐비닛에서 두 개의 외부 전원에 배선합니다. _지금은 전원 코드를 꽂지 마십시오.

3단계: 케이블 스풀 및 타이 랩을 설치합니다

트레이를 다시 설치한 후 케이블 스풀을 설치하고 타이 랩을 장착합니다. 케이블 스풀 및 타이 랩은 컨트롤러와 트레이에
대해 과도한 케이블 길이와 케이블 라우팅을 수용합니다.

단계

1. 케이블 스풀을 설치하고 수직 배전 콘센트의 양쪽을 따라 타이랩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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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 랩 위치

2.

케이블 스풀

4단계: 추가 용지함을 설치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용지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공기 흐름을 보장하려면 급지대에 사용하지 않는 위치를
다루어야 합니다.

78



단계

1. 추가 트레이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트레이의 장착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2. 캐비닛 전면이 급지대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경우 전면 패널 키트를 사용하여 설치된 용지함 위 또는 아래에 있는
빈 공간을 덮습니다.

빈 공간을 덮는 것은 캐비닛을 통과하는 올바른 공기 흐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3. 급지대의 전원을 켭니다.

5단계: 추가 장착 레일을 설치합니다

별도로 제공된(캐비닛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또는 드라이브 트레이를
설치하는 경우 캐비닛에 추가 장착 레일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장착 레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 * 기존 트레이 위 * — 캐비닛의 상단 트레이 바로 위에 장착 레일을 배치합니다.

◦ * 기존 트레이 아래 * — 설치 중인 트레이를 고정하기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장착 레일을 배치합니다.

▪ 2U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또는 드라이브 트레이용 8.9cm(3.5인치

▪ 4U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또는 드라이브 트레이용 17.8cm(7인치

2. 전면 및 전면 수직 지지대의 오른쪽 및 왼쪽 수직 지지대에 있는 측정 마커를 사용하여 장착 레일을 캐비닛의 각
측면에 있는 동일한 위치에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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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면 조절식 레일

2.

후방 조절식 레일

3.

조정 플레이트 및 나사

4.

레일 장착 M5 × 10mm 나사

5.

클립 너트

6.

리어 홀드 다운 브래킷

7.

수직 지지

3040 캐비닛에 레일을 설치할 때는 클립 너트와 후면 고정 브래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수직 지지대 위에 후면 조절식 레일을 놓습니다.

4. 후면 조절식 레일에서 수직 지지대의 구멍 앞에 있는 조절식 레일 구멍을 맞춥니다.

5. M5 × 10mm 나사 2개를 부착합니다.

a. 수직 지지 레일과 후면 조절식 레일을 통해 나사를 장착합니다.

b. 나사를 조입니다.

6. 전면 조절식 레일을 수직 지지대 위에 놓습니다.

7. 전면 조절식 레일에서 수직 지지대의 구멍 앞에 있는 조절식 레일 구멍을 맞춥니다.

8. M5 × 10mm 나사 2개를 부착합니다.

a. 수직 지지 레일과 전면 조절식 레일의 하단 구멍을 통해 나사 1개를 장착합니다.

b. 전면 조절식 레일의 수직 지지 레일과 상단 구멍 3개 중간에 나사 1개를 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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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나사를 조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나사 구멍을 사용하여 트레이를 장착합니다

9. 3단계부터 8단계까지 반복하여 캐비닛의 다른 쪽에 두 번째 레일을 연결합니다.

10. 해당 트레이 설치 지침에 따라 각 트레이를 설치합니다.

11.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용지함의 모든 위치가 가득 찬 경우 급지대의 전원을 켭니다.

◦ 용지함의 모든 위치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경우 전면 패널 키트를 사용하여 설치된 용지함 위 또는 아래에 있는 빈
공간을 덮으십시오.

6단계: 캐비닛을 전원에 연결합니다

캐비닛 설치를 완료하려면 캐비닛 구성 요소의 전원을 켭니다.

이 작업에 대해

급지대가 전원 켜기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용지함 앞면과 후면의 LED가 깜박입니다. 구성에 따라 전원 켜기 절차를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단계

1. 캐비닛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의 전원을 끕니다.

2. 12개의 회로 차단기를 모두 OFF(DOWN) 위치로 돌립니다.

3. NEMA L6-30 커넥터 6개(미국 및 캐나다) 또는 IEC 60309 커넥터 6개(전 세계, 미국 및 캐나다 제외)를 각각 사용
가능한 전기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각 PDU를 캐비닛 외부의 독립 전원에 연결해야 합니다.

4. 12개의 회로 차단기를 모두 ON(위쪽) 위치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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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로 차단기

2.

전기 콘센트

3.

전원 입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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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캐비닛에 있는 모든 드라이브 트레이의 전원을 켭니다.

드라이브 트레이를 켠 후 30초 동안 기다렸다가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전원을 켜십시오.

6. 드라이브 트레이를 켠 후 30초 동안 기다린 다음 캐비닛에 있는 모든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에 대한 전원을
켭니다.

결과

캐비닛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랙 마운트 하드웨어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랙 장착 하드웨어 설치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서에 액세스하십시오.

조절식 지지 레일

액세스 "조절식 지지 레일 설치" 별도로 제공된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또는 드라이브 트레이(캐비닛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를 설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절차는 다음 2U(9cm 또는 3.5인치) 트레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DE1600 또는 DE5600

• E2612 또는 E2624

• E5412, E5424, E5512 또는 E5524

2-포스트 랙 — 2U

액세스 "2-포스트 랙에 2U 장비 설치".

4-포스트 랙 또는 캐비닛 — 2U

액세스 "4-포스트 랙 또는 캐비닛에 2U 12 드라이브 엔클로저 설치".

4-포스트 랙 — SuperRail

액세스 "4-포스트 랙에 SuperRail 설치(DE224C/DE460C 쉘프)".

케이블 연결

케이블 연결 개요

호스트를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하거나 스위치를 사용하여 호스트를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 쉘프가 포함된 경우, 컨트롤러 쉘프에 케이블을 연결해야 합니다. 전원이
스토리지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에 계속 공급되는 동안 새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시스템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대역외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연결 정보는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치 또는 확장하는 하드웨어 설치 관리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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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의 설치 및 설정 지침 _ 에 설명된 대로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해당 하드웨어 모델

케이블 연결 정보는 다음 하드웨어 모델에 적용됩니다.

* 컨트롤러 쉘프 * * 드라이브 쉘프 *

EF300, EF600 DE212C, DE224C, DE460

E5724, EF570, E2812, E2824, EF280 DE212C, DE224C

E2860, E5760으로 제공됩니다 DE460C

추가 케이블 연결 정보

다음 구성을 위한 케이블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E27XX, E56XX 또는 EF560 컨트롤러 쉘프에
IOM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합니다."

* 컨트롤러 쉘프 * * 드라이브 쉘프 *

E2712, E2724, E5612, E5624, EF560 DE212C, DE224C

E2760, E5660 DE460C

다른 케이블 연결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E-Series 하드웨어 케이블 연결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이전 시스템의 경우.

미러링 기능을 지원하는 케이블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동기 및 비동기 미러링 기능 설명 및 배포
가이드".

요구 사항

컨트롤러 쉘프와 드라이브 쉘프 외에도, 스토리지 시스템을 케이블로 연결할 때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의 일부 또는 전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케이블: SAS, 파이버 채널(FC), 이더넷, InfiniBand

• SFP(Small Form-Factor Pluggable) 또는 QSFP(Quad SFP) 트랜시버입니다

• 스위치

•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 호스트 채널 어댑터(HCA)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호스트 케이블 연결

호스트를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하거나(직접 연결 토폴로지) 스위치(스위치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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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를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결 토폴로지의 케이블 연결

직접 연결 토폴로지는 호스트 어댑터를 스토리지 시스템의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연결 예를 보여 줍니다. 최대 성능을 보장하려면 사용 가능한 모든 호스트 어댑터 포트를 사용하십시오.

그림 1. 호스트 2개 및 컨트롤러 2개

• (1) * _ 각 호스트 어댑터 포트를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_

스위치 토폴로지의 케이블 연결

스위치 토폴로지는 스위치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컨트롤러에 호스트를 연결합니다. 스위치는 호스트와
컨트롤러 사이에 사용되는 연결 유형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연결 예를 보여 줍니다. 프로비저닝 기능을 제공하는 스위치의 경우 각 이니시에이터와 타겟 쌍을
격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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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호스트 2개 및 스위치 2개

• (1) * _ 각 호스트 어댑터를 스위치에 직접 연결합니다. _

• (2) * _ 각 스위치를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최대 성능을 보장하려면 사용 가능한 모든 호스트
어댑터 포트를 사용하십시오. _

드라이브 쉘프 케이블링

컨트롤러 쉘프의 각 컨트롤러를 드라이브 쉘프의 I/O 모듈(IOM)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IOM12 및 IOM12B 드라이브 쉘프에 적용됩니다.

IOM12B 모듈은 SANtricity OS 11.70.2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IOM12B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컨트롤러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쉘프 IOM 핫 스왑 또는 교체와 유사할 경우 적용됩니다. 즉, IOM12 모듈을 다른 IOM12

모듈로 교체하거나 IOM12B 모듈을 다른 IOM12B 모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쉘프는 IOM12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IOM12B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형 컨트롤러 쉘프를 DE212C, DE224C 또는 DE460에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E27XX,

E56XX 또는 EF560 컨트롤러 쉘프에 IOM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합니다".

E2800 및 E5700 케이블 연결

다음 정보는 E2800, E2800B, EF280, E5700, EF5700B 케이블 연결에 적용됩니다. 또는 EF570 컨트롤러 쉘프:

DE212C, DE224C 또는 DE460 드라이브 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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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드라이브 또는 24-드라이브 쉘프의 케이블 연결

컨트롤러 쉘프를 하나 이상의 12 드라이브 또는 24 드라이브 쉘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컨트롤러 쉘프와 드라이브 쉘프를 나타냅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컨트롤러 쉘프, 12 드라이브 또는 24 드라이브 쉘프

60-드라이브 쉘프의 케이블 연결

컨트롤러 쉘프를 하나 이상의 60-드라이브 쉘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컨트롤러 쉘프와 드라이브 쉘프를 나타냅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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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쉘프 및 60-드라이브 쉘프

EF300 및 EF600 케이블 연결

다음 정보는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쉘프를 DE212C, DE224C 또는 DE460 드라이브 쉘프에 연결하는 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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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EF300 또는 EF600을 케이블로 연결하기 전에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SANtricity OS 업그레이드 중".

12-드라이브 또는 24-드라이브 쉘프의 케이블 연결

컨트롤러 쉘프를 하나 이상의 12 드라이브 또는 24 드라이브 쉘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컨트롤러 쉘프와 드라이브 쉘프를 나타냅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컨트롤러 쉘프, 12 드라이브 또는 24 드라이브 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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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드라이브 쉘프의 케이블 연결

컨트롤러 쉘프를 하나 이상의 60-드라이브 쉘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컨트롤러 쉘프와 드라이브 쉘프를 나타냅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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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쉘프 및 60-드라이브 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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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케이블 연결

각 구성 요소의 전원 공급 장치를 별도의 전원 회로에 연결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귀하의 위치가 필요한 전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2개의 셸프 전원 공급 장치에 있는 2개의 전원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스토리지 시스템의 전원을 새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전력
소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단계

1. 각 셸프의 전원 케이블 2개를 캐비닛이나 랙의 서로 다른 PDU(Power Distribution Unit)에 연결합니다.

드라이브 쉘프 핫 추가

스토리지 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에 전원이 계속 공급되는 동안 새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중단하지 않고 스토리지 시스템 용량을 구성, 재구성,

추가 또는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단계를 읽으십시오.

• 필요한 경우 드라이브 쉘프 핫 추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절차는 DE212C, DE224C 또는 DE460C 드라이브 쉘프를 E2800, E2800B, EF280, E5700, E5500B, EF570,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쉘프

이 절차는 IOM12 및 IOM12B 드라이브 쉘프에 적용됩니다.

IOM12B 모듈은 SANtricity OS 11.70.2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IOM12B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컨트롤러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쉘프 IOM 핫 스왑 또는 교체와 유사할 경우 적용됩니다. 즉, IOM12 모듈을 다른 IOM12

모듈로 교체하거나 IOM12B 모듈을 다른 IOM12B 모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쉘프는 IOM12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IOM12B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형 컨트롤러 쉘프를 DE212C, DE224C 또는 DE460에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E27XX,

E56XX 또는 EF560 컨트롤러 쉘프에 IOM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합니다".

시스템 무결성을 유지하려면 제시된 순서대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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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드라이브 쉘프 추가를 준비합니다

드라이브 쉘프를 핫 애드할 준비를 하려면 중요 이벤트를 확인하고 IOM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스토리지 시스템의 전원을 새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사양은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 기존 스토리지 시스템의 케이블 연결 패턴은 이 절차에서 설명하는 적용 가능한 구성표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지원 * > * 지원 센터 * > * 진단 * 을 선택합니다.

2.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지원 데이터 수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support-data.7z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데이터가 기술 지원 부서에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4. 지원 * > * 이벤트 로그 * 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로그 페이지에는 이벤트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5. 중요 이벤트를 목록 맨 위로 정렬하려면 * Priority * 열의 머리글을 선택합니다.

6. 지난 2-3주 동안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 시스템 중요 이벤트를 검토하고 최근 중요 이벤트가 해결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2-3주 내에 해결되지 않은 중요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절차를 중지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만 절차를 계속합니다.

7.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8. IOM(ESM)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Shelf Component Settings 대화 상자가 * IOMs(ESM) * 탭이 선택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9. 각 IOM/ESM에 대해 표시된 상태가 _Optimal_인지 확인합니다.

10. 추가 설정 표시 * 를 클릭합니다.

11. 다음 조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감지된 ESM의 수는 시스템에 설치된 ESM 수와 각 드라이브 쉘프에 대한 ESM의 수와 일치합니다.

◦ 두 ESM 모두 통신이 정상임을 나타냅니다.

◦ 데이터 속도는 DE212C, DE224C 및 DE460C 드라이브 쉘프의 12Gb/s이고 기타 드라이브 트레이의 경우
6Gb/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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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하고 전원을 켭니다

새 드라이브 쉘프 또는 이전에 설치된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하고 전원을 켠 다음 주의가 필요한 LED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이전에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하는 경우, 드라이브를 제거하십시오. 이 절차의 뒷부분에서
드라이브를 한 번에 하나씩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려는 드라이브 쉘프의 설치 기록을 알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것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2.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요소를 보관하는 랙에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합니다.

실제 설치 및 전원 케이블 연결에 대한 전체 절차는 해당 모델의 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모델의 설치 지침에는 드라이브 쉘프를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참고 사항 및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새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을 켜고 드라이브 쉘프에 있는 주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 절차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고장 상태를 해결하십시오.

3단계: 시스템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옵션 1: E2800 또는 E5700용 드라이브 쉘프 연결

• 옵션 2: EF300 또는 EF600의 드라이브 쉘프 연결

구형 컨트롤러 쉘프를 DE212C, DE224C 또는 DE460에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E27XX,

E56XX 또는 EF560 컨트롤러 쉘프에 IOM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합니다".

옵션 1: E2800 또는 E5700용 드라이브 쉘프 연결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A에 연결하고 IOM 상태를 확인한 다음,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B에 연결합니다

단계

1.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A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은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컨트롤러 A 사이의 연결 예를 보여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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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클릭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컨트롤러 쉘프에 대한 활성 경로가 하나만 있습니다.

3. 필요에 따라 아래로 스크롤하여 새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드라이브 쉘프를 확인합니다. 새 드라이브 쉘프가
표시되지 않으면 연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4. 새 드라이브 쉘프의 * ESM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합니다.

6. 더 많은 옵션 표시 * 를 선택하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 IOM/ESM A가 나열됩니다.

◦ SAS-3 드라이브 쉘프의 현재 데이터 속도는 12GBps입니다.

◦ 카드 통신이 정상입니다.

7. 컨트롤러 B에서 모든 확장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8.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B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컨트롤러 B 사이의 연결 예를 보여 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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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9.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한 다음 * Show

More options * 를 선택합니다. 카드 통신이 * 예 * 인지 확인합니다.

Optimal(최적) 상태는 새 드라이브 쉘프와 관련된 이중화 오류가 해결되었으며 스토리지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옵션 2: EF300 또는 EF600의 드라이브 쉘프 연결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A에 연결하고 IOM 상태를 확인한 다음,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B에 연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SANtricity OS

업그레이드 중".

단계

1. 스택의 이전 마지막 쉘프에서 IOM12 포트 1 및 2에서 A 측 컨트롤러 케이블을 모두 분리한 다음 새 쉘프 IOM12

포트 1 및 2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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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을 새 쉘프에서 이전 마지막 셸프 IOM12 포트 1과 2에 있는 A 측 IOM12 포트 3과 4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이전 마지막 쉘프 사이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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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클릭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컨트롤러 쉘프에 대한 활성 경로가 하나만 있습니다.

4. 필요에 따라 아래로 스크롤하여 새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드라이브 쉘프를 확인합니다. 새 드라이브 쉘프가
표시되지 않으면 연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5. 새 드라이브 쉘프의 * ESM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102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6.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합니다.

7. 더 많은 옵션 표시 * 를 선택하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 IOM/ESM A가 나열됩니다.

◦ SAS-3 드라이브 쉘프의 현재 데이터 속도는 12GBps입니다.

◦ 카드 통신이 정상입니다.

8. IOM12 포트 1과 2에서 B 측 컨트롤러 케이블을 스택의 이전 마지막 쉘프에서 분리한 다음, 새 쉘프 IOM12 포트
1과 2에 연결합니다.

9. 케이블을 새 쉘프의 B측 IOM12 포트 3 및 4와 이전 쉘프 IOM12 포트 1 및 2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이전 마지막 쉘프 사이의 B측 연결을 보여 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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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한 다음 * Show

More options * 를 선택합니다. 카드 통신이 * 예 * 인지 확인합니다.

Optimal(최적) 상태는 새 드라이브 쉘프와 관련된 이중화 오류가 해결되었으며 스토리지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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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핫 애드 완료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 추가된 드라이브 쉘프에서 최신 펌웨어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핫 애드 기능을
완료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홈 * 을 클릭합니다.

2. 페이지 상단 중앙에 * Recover from Problems * 라는 링크가 표시되면 링크를 클릭하여 Recovery Guru에 표시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클릭하고 필요한 경우 아래로 스크롤하여 새로 추가된 드라이브
쉘프를 확인합니다.

4. 이전에 다른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드라이브의 경우, 새로 설치된 드라이브 쉘프에 드라이브를 한 번에 하나씩
추가합니다. 다음 드라이브를 삽입하기 전에 각 드라이브가 인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드라이브를 인식하면 * Hardware * 페이지의 드라이브 슬롯이 파란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5. 지원 * > * 지원 센터 * > * 지원 리소스 * 탭을 선택합니다.

6.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 * 링크를 클릭하고 새 드라이브 쉘프에 설치된 IOM/ESM 펌웨어 및 드라이브
펌웨어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 링크를 찾으려면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필요한 경우 드라이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업그레이드 기능을 해제하지 않으면 IOM/ESM 펌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됩니다.

핫 애드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리 스테이션용 이더넷 케이블 연결

스토리지 시스템을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대역외 스토리지 어레이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토리지 어레이 관리 접속에는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 토폴로지

직접 토폴로지는 컨트롤러를 이더넷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합니다.

대역외 관리를 위해 각 컨트롤러의 관리 포트 1을 연결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서 스토리지 어레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포트 2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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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직접 스토리지 관리 연결

Fabric 토폴로지

패브릭 토폴로지에서는 스위치를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대역외 관리를 위해 각 컨트롤러의 관리 포트 1을 연결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서 스토리지 어레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포트 2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림 4. 패브릭 스토리지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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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배포

Linux Express 구성

Linux Express 구성 개요

스토리지 어레이를 설치하고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는 Linux Express 방법은
독립형 Linux 호스트를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최소한의 의사
결정으로 스토리지 시스템을 최대한 빠르게 가동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절차 개요

Linux Express 방법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다음 통신 환경 중 하나를 설정합니다.

◦ 파이버 채널(FC)

◦ iSCSI

◦ SAS를 참조하십시오

◦ Infiniband를 통한 iSER

◦ Infiniband를 통한 SRP

◦ NVMe over Infiniband

◦ RoCE를 통한 NVMe

◦ NVMe over Fibre Channel

2. 스토리지 배열에 논리적 볼륨을 생성합니다.

3. 데이터 호스트에서 볼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도움말 —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구성 및 스토리지 관리 작업을 완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품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etApp 기술 자료" (기사 데이터베이스) — 다양한 NetApp 제품 및 기술에 대한 문제 해결 정보, FAQ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NetApp에서 지정한 표준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NetApp 제품 및 구성요소
구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Linux Unified Host Utilities 7.1 설치 가이드" Linux Unified Host Utilities 7.1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정

Linux Express 방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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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가정

하드웨어 • 컨트롤러 쉘프에 포함된 설치 및 설정 지침을 사용하여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 옵션 드라이브 쉘프와 컨트롤러 사이에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 스토리지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했습니다.

• 다른 모든 하드웨어(예: 관리 스테이션, 스위치)를
설치하고 필요한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 NVMe over Infiniband, NVMe over RoCE 또는
NVMe over Fibre Channel을 사용하는 경우 각
EF300, EF600, EF570 또는 E5700 컨트롤러에
32GB 이상의 RAM이 포함됩니다.

호스트 • 스토리지 시스템과 데이터 호스트 간에 접속했습니다.

• 호스트 운영 체제를 설치했습니다.

• Linux를 가상화된 게스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SAN에서 부팅하도록 데이터(I/O 연결) 호스트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에 나열된 대로 OS 업데이트를 설치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스토리지 관리 스테이션 • 1Gbps 이상의 관리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I/O 연결) 호스트가 아닌 별도의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관리합니다.

• 스토리지 관리 스테이션에서 컨트롤러에 대한 이더넷
연결을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명령을 전송하는
대역외 관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스토리지 관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관리
스테이션을 연결했습니다.

IP 주소 지정 • DHCP 서버를 설치하고 구성했습니다.

• 아직 관리 스테이션과 스토리지 시스템 간에 이더넷
연결을 만들지 * 않았습니다.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 공유 볼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볼륨 그룹이 아닌 풀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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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가정

프로토콜: FC • 모든 호스트측 FC 연결과 활성화된 스위치 조닝을
만들었습니다.

• NetApp이 지원하는 FC HBA 및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에 나열된 FC HBA 드라이버 및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프로토콜: iSCSI • iSCSI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는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공급업체의 iSCSI 권장 사항에 따라 이더넷 스위치를
구성했습니다.

프로토콜: SAS • NetApp이 지원하는 SAS HB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에 나열된 SAS HBA 드라이버 및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프로토콜: iSER over InfiniBand • InfiniBand 패브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에 나열된 IB-iSER HBA 드라이버 및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프로토콜: InfiniBand를 통한 SRP • InfiniBand 패브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에 나열된 IB-SRP 드라이버 및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프로토콜: InfiniBand를 통한 NVMe • EF300, EF600, EF570 또는 E5700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NVMe over InfiniBand 프로토콜로 사전
구성된 100G 또는 200g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받았거나 표준 IB 포트로 컨트롤러를 주문했으며
NVMe-oF 포트로 변환해야 합니다.

• InfiniBand 패브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에 나열된 NVMe/IB 드라이버 및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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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가정

프로토콜: NVMe over RoCE • EF300, EF600, EF570 또는 E5700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NVMe over RoCE 프로토콜로 사전
구성된 100G 또는 200g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받았거나 컨트롤러를 표준 IB 포트로 주문했으며
NVMe-oF 포트로 변환해야 합니다.

• 에 나열된 NVMe/RoCE 드라이버 및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프로토콜: NVMe over Fibre Channel • EF300, EF600, EF570 또는 E5700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NVMe over Fibre Channel 프로토콜로
미리 구성된 32G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받았거나
컨트롤러를 표준 FC 포트로 주문했으며 NVMe-oF

포트로 변환해야 합니다.

• 에 나열된 NVMe/FC 드라이버 및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이러한 명시적 방법 지침에는 SUSE Linux Enterprise Server(SLES) 및 Red Hat Enterprise

Linux(RHEL)에 대한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ibre Channel Express 설정

Linux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 계획을 생성한 다음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IMT)

을 사용하여 전체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

1. 로 이동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2. 솔루션 검색 * 타일을 클릭합니다.

3. 메뉴: 프로토콜 [SAN 호스트] 영역에서 * E-Series SAN 호스트 * 옆에 있는 * 추가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조건 구체화 보기 * 를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 구체화 섹션이 표시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적용되는 프로토콜과 운영 체제, NetApp OS 및 호스트 다중
경로 드라이버와 같은 구성의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 기준을 선택한 다음 어떤 호환 구성 요소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6. 필요한 경우 도구에 규정된 운영 체제 및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화살표를 클릭하여 지원되는 구성 보기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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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P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관리 스테이션과 스토리지 어레이 간의 통신을 구성하려면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것

스토리지 관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설치 및 구성된 DHCP 서버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1개의 컨트롤러(단일) 또는 2개의 컨트롤러(이중)가 있으며, 각 컨트롤러에는 2개의 스토리지
관리 포트가 있습니다. 각 관리 포트에는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다음 지침은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스토리지 배열(이중 구성)을 나타냅니다.

단계

1. 아직 연결하지 않은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관리 스테이션과 각 컨트롤러(A 및 B)의 관리 포트 1에 연결하십시오.

DHCP 서버는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두 컨트롤러 중 하나에서 관리 포트 2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포트 2는 NetApp 기술 담당자가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거나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면 DHCP는 IP

주소를 다시 할당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고정 IP 주소가 구성될 때까지 수행됩니다.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30초 이내에 DHCP 할당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기본 IP 주소가 설정됩니다:

◦ 컨트롤러 A, 포트 1: 169.254.128.101

◦ 컨트롤러 B, 포트 1: 169.254.128.102

◦ 서브넷 마스크: 255.255.0.0

2. 각 컨트롤러 뒷면에서 MAC 주소 레이블을 찾은 다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대한 MAC

주소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MAC 주소가 필요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Linux Unified Host Utilities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Linux Unified Host Utilities 툴을 사용하면 페일오버 정책과 물리적 경로를 비롯한 NetApp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사용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설치할 Unified Host Utilities의 적절한 버전을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각 구성 내의 열에 버전이 나열됩니다.

111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2. 에서 Unified Host Utilities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또는 SANtricity SMdevices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통합 호스트 유틸리티 도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Mdevices 유틸리티는 SMutils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Mutils

패키지는 호스트가 스토리지 배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유틸리티 모음입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설치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Mcli용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설치(SANtricity 소프트웨어 버전 11.53 이하)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스테이션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는 추가 관리 작업을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와 I/O 경로를 통해 호스트 구성
정보를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로 푸시하는 Host Context Agent를 포함합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6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SANtricity

보안 CLI(SMcli)는 SANtricity OS에 포함되어 있으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SMcli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의 _CLI(명령줄 인터페이스)_다운로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것

•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전 버전.

•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권한을 수정합니다.

•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 사항이 있는 SANtricity Storage Manager 클라이언트용 시스템:

◦ RAM *: Java Runtime Engine용 2GB

◦ * 디스크 공간 *: 5GB

◦ * OS/아키텍처 *: 지원되는 운영 체제 버전 및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데이터 호스트에 Linux를 사용할 때 Windows와 Linux가 모두 공통 관리 스테이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Windows 및 Linux OS 플랫폼 모두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계

1. 에서 SANtricity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2. SANtricit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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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리눅스

SMIA*.exe 설치 패키지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a. SMIA*.BIN 설치 패키지가 있는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b. temp 마운트 지점에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
'IATEMPDIR' 변수를 설정합니다. 예:

"IATEMPDIR=/root./SMIA-LINUXX64-

11.25.0A00.0002.BIN"

c. 파일에 대한 실행 권한을 부여하려면 "chmod + x

SMIA *.bin" 명령을 실행합니다.

d. './SMIA *.BIN' 명령어를 실행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관리 스테이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고 설치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설치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에 내장된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시스템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대역 외 관리.

•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가 포함된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기 위한 관리 스테이션입니다.

브라우저 최소 버전

Google Chrome 79

Microsoft Internet Explorer를 참조하십시오 11

Microsoft Edge를 참조하십시오 79

Mozilla Firefox 70

사파리 12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를 열거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마법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고, 다음 중 _ 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 풀 및 볼륨 그룹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 감지된 워크로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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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단계

1. 브라우저에서 'https://<DomainNameOrIPAddress>` URL을 입력합니다

IPAddress는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 중 하나의 주소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처음 열면 관리자 암호 설정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는 관리자, 지원, 보안 및 모니터링의 네 가지 로컬 역할을 구성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역할에는
추측할 수 없는 임의의 암호가 있습니다. admin 역할의 암호를 설정한 후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로컬 사용자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 암호 설정 및 암호 확인 필드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System Manager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암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풀, 볼륨 그룹, 워크로드 또는 알림이 없는 경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 하드웨어(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수를 확인합니다. 어레이에
이름을 할당합니다.

◦ * 호스트 및 운영 체제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이 액세스할 수 있는 호스트 및 운영 체제 유형을 확인합니다.

◦ * 풀 수락 * — 빠른 설치 방법에 대해 권장되는 풀 구성을 수락합니다. 풀은 드라이브의 논리적 그룹입니다.

◦ * 경고 구성 * — 스토리지 배열에 문제가 발생하면 System Manager가 자동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AutoSupport 활성화 * — 스토리지 어레이의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디스패치를
보냅니다.

4. 볼륨을 아직 생성하지 않은 경우 Storage [Volumes > Create > Volume] 메뉴로 이동하여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시스템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RHEL(Red Hat) 호스트의 경우 "rpm -q device-mapper-multipath"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LES 호스트의 경우 'rpm-q multipath-tools’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영 체제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 운영 체제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매체를 사용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물리적 경로 중 하나가 중단되는 경우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가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합니다.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는 스토리지에 대한 활성 물리적 경로를 나타내는 단일 가상 장치를 운영 체제에 제공합니다. 또한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는 가상 장치를 업데이트하는 페일오버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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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설치에 DM-MP(Device Mapper MultiPath) 툴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DM-MP는 RHEL 및 SLES에서
비활성화됩니다. 호스트에서 DM-MP 구성 요소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단계

1. multipath.conf 파일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 '#touch/etc/multipath.conf' 명령을 실행합니다.

2. multipath.conf 파일을 비워 두고 기본 다중 경로 설정을 사용합니다.

3. 다중 경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systemctl start multipathd

4. uname -r 명령을 실행하여 커널 버전을 저장합니다.

# uname -r

3.10.0-327.el7.x86_64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5. 부팅 시 multipathd 데몬을 활성화합니다.

systemctl enable multipathd

6. /boot 디렉토리에서 "initramfs" 이미지 또는 "initrd" 이미지를 재생성합니다.

dracut --force --add multipath

7. 부팅 구성 파일에서 새로 생성된 /boot/initrams- * 이미지 또는 /boot/initrd- * 이미지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grub의 경우 '/boot/grub/menu.lst’이고 grub2의 경우 '/boot/grub2/menu.cfg’입니다.

8. 를 사용합니다 "호스트를 수동으로 생성합니다" 호스트가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온라인 도움말의
절차입니다. 각 호스트 유형 설정이 에서 수집한 커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자동 로드 밸런싱은 커널 3.9 이하를 실행하는 호스트에 매핑된 볼륨에 대해 비활성화됩니다.

1. 호스트를 재부팅합니다.

multipath.conf 파일을 설정합니다

multipath.conf 파일은 multipath daemon, multipathd의 구성 파일입니다.

multipath.conf 파일은 multipathd에 대한 기본 제공 구성 테이블보다 우선합니다.

SANtricity 운영 체제 8.30 이상의 경우 NetApp은 제공된 기본 설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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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multipath.conf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FC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FC(Fibre Channel) 스위치를 구성(조닝)하면 호스트가 스토리지에 접속하고 경로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조닝(Zoning)합니다.

필요한 것

• 스위치에 대한 관리자 자격 증명.

• 스위치에 연결된 각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및 각 컨트롤러 대상 포트의 WWPN입니다. 검색에 HBA 유틸리티를
사용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각 이니시에이터 포트는 해당하는 모든 타겟 포트와 함께 별도의 존에 있어야 합니다. 스위치 조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위치 공급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1. FC 스위치 관리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다음 zoning 구성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첫 번째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를 포함하고 이니시에이터와 동일한 FC 스위치에 연결되는 모든 타겟 포트를
포함하는 새 존을 생성합니다.

3. 스위치에서 각 FC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에 대해 추가 존 생성

4. 영역을 저장한 다음 새로운 조닝 구성을 활성화합니다.

호스트 WWPN을 확인하고 권장 설정을 지정합니다

각 호스트 포트의 WWPN(Worldwide Port Name)을 볼 수 있도록 FC HBA 유틸리티를
설치합니다.

또한 HBA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의 Notes(메모) 열에 권장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HBA 유틸리티에 대한 다음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 대부분의 HBA 공급업체는 HBA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 및 CPU에 맞는 올바른 버전의 HBA가
필요합니다. FC HBA 유틸리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Emulex HBA용 Emulex OneCommand Manager

◦ QLogic HBA용 QLogic QConverge 콘솔

• 호스트 컨텍스트 에이전트가 설치된 경우 호스트 I/O 포트가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단계

1. HBA 공급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해당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합니다.

2. 유틸리티를 설치합니다.

3. HBA 유틸리티에서 적절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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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대한 적절한 설정이 의 메모 열에 나열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파티션 및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Linux 호스트가 처음 LUN을 검색할 때 새 LUN에 파티션이나 파일 시스템이 없으므로 LUN을
사용하려면 먼저 LUN을 포맷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LUN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호스트에서 검색된 LUN입니다.

• 사용 가능한 디스크 목록입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를 보려면 /dev/mapper 폴더에서 "ls"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GPT(GUID Partition Table) 또는 MBR(Master Boot Record)을 사용하여 디스크를 기본 디스크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ext4 같은 파일 시스템으로 LUN을 포맷합니다.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는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계

1. 'sanlun lun show -p' 명령을 실행하여 매핑된 디스크의 SCSI ID를 검색합니다.

SCSI ID는 3부터 시작하는 33자의 16진수 문자열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이름이 활성화되면 장치 매퍼(Device

Mapper)는 SCSI ID가 아닌 mpath로 디스크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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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lun lun show -p

                E-Series Array: ictm1619s01c01-

SRP(60080e50002908b40000000054efb9d2)

                   Volume Name:

               Preferred Owner: Controller in Slot B

                 Current Owner: Controller in Slot B

                          Mode: RDAC (Active/Active)

                       UTM LUN: None

                           LUN: 116

                      LUN Size:

                       Product: E-Series

                   Host Device:

mpathr(360080e50004300ac000007575568851d)

              Multipath Policy: round-robin 0

            Multipath Provider: Native

--------- ---------- ------- ------------

----------------------------------------------

host      controller                      controller

path      path       /dev/   host         target

state     type       node    adapter      port

--------- ---------- ------- ------------

----------------------------------------------

up        secondary  sdcx    host14       A1

up        secondary  sdat    host10       A2

up        secondary  sdbv    host13       B1

2. Linux OS 릴리스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새 파티션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파티션을 식별하는 문자는 SCSI ID(예: 숫자 1 또는 P3)에 추가됩니다.

# parted -a optimal -s --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

mklabel

gpt mkpart primary ext4 0% 100%

3.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은 선택한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 mkfs.ext4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1

4. 새 파티션을 마운트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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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dir /mnt/ext4

5. 파티션을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1 /mnt/ext4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액세스를 확인합니다

볼륨을 사용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볼륨에 데이터를 쓰고 다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초기화된 볼륨입니다.

단계

1. 호스트에서 하나 이상의 파일을 디스크의 마운트 지점으로 복사합니다.

2. 파일을 원래 디스크의 다른 폴더로 다시 복사합니다.

3. "IFF" 명령을 실행하여 복사된 파일을 원본과 비교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복사한 파일 및 폴더를 제거합니다.

FC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FC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림에서는 두 개의 존에서 E-Series 스토리지 어레이에 연결된 호스트를 보여 줍니다. 한 영역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고 다른 영역은 빨간색 선으로 표시됩니다. 단일 포트에는 스토리지에 대한 경로가 2개 있습니다(각 컨트롤러에
대한 경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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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식별자입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접속입니다

WWPN입니다

1 호스트 _해당 사항 없음 _

2 호스트 포트 0에서 FC 스위치 존
0으로

7 호스트 포트 1에서 FC 스위치 존 1로

타겟 식별자

속성 표시기 번호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포트 연결 WWPN입니다

3 스위치 _해당 사항 없음 _

6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_해당 사항 없음 _

5 컨트롤러 A, 포트 1에서 FC 스위치
1로

9 컨트롤러 A, 포트 2에서 FC 스위치
2로

4 컨트롤러 B, 포트 1에서 FC 스위치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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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표시기 번호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포트 연결 WWPN입니다

8 컨트롤러 B, 포트 2에서 FC 스위치
2로

호스트 매핑 중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SAS 설정

Linux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 계획을 생성한 다음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IMT)

을 사용하여 전체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

1. 로 이동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2. 솔루션 검색 * 타일을 클릭합니다.

3. 메뉴: 프로토콜 [SAN 호스트] 영역에서 * E-Series SAN 호스트 * 옆에 있는 * 추가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조건 구체화 보기 * 를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 구체화 섹션이 표시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적용되는 프로토콜과 운영 체제, NetApp OS 및 호스트 다중
경로 드라이버와 같은 구성의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 기준을 선택한 다음 어떤 호환
구성 요소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도구에 규정된 운영 체제 및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화살표를 클릭하여 지원되는 구성 보기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HCP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관리 스테이션과 스토리지 어레이 간의 통신을 구성하려면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것

스토리지 관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설치 및 구성된 DHCP 서버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1개의 컨트롤러(단일) 또는 2개의 컨트롤러(이중)가 있으며, 각 컨트롤러에는 2개의 스토리지
관리 포트가 있습니다. 각 관리 포트에는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다음 지침은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스토리지 배열(이중 구성)을 나타냅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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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 연결하지 않은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관리 스테이션과 각 컨트롤러(A 및 B)의 관리 포트 1에 연결하십시오.

DHCP 서버는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두 컨트롤러 중 하나에서 관리 포트 2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포트 2는 NetApp 기술 담당자가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거나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면 DHCP는 IP

주소를 다시 할당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고정 IP 주소가 구성될 때까지 수행됩니다.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30초 이내에 DHCP 할당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기본 IP 주소가 설정됩니다:

◦ 컨트롤러 A, 포트 1: 169.254.128.101

◦ 컨트롤러 B, 포트 1: 169.254.128.102

◦ 서브넷 마스크: 255.255.0.0

2. 각 컨트롤러 뒷면에서 MAC 주소 레이블을 찾은 다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대한 MAC

주소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MAC 주소가 필요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Linux Unified Host Utilities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Linux Unified Host Utilities 툴을 사용하면 페일오버 정책과 물리적 경로를 비롯한 NetApp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사용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설치할 Unified Host Utilities의 적절한 버전을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각 구성 내의 열에 버전이 나열됩니다.

2. 에서 Unified Host Utilities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또는 SANtricity SMdevices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통합 호스트 유틸리티 도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Mdevices 유틸리티는 SMutils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Mutils

패키지는 호스트가 스토리지 배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유틸리티 모음입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설치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Mcli용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설치(SANtricity 소프트웨어 버전 11.53 이하)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스테이션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는 추가 관리 작업을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와 I/O 경로를 통해 호스트 구성
정보를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로 푸시하는 Host Context Agent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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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ricity 소프트웨어 11.6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SANtricity

보안 CLI(SMcli)는 SANtricity OS에 포함되어 있으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SMcli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의 _CLI(명령줄 인터페이스)_다운로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것

•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전 버전.

•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권한을 수정합니다.

•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 사항이 있는 SANtricity Storage Manager 클라이언트용 시스템:

◦ RAM *: Java Runtime Engine용 2GB

◦ * 디스크 공간 *: 5GB

◦ * OS/아키텍처 *: 지원되는 운영 체제 버전 및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데이터 호스트에 Linux를 사용할 때 Windows와 Linux가 모두 공통 관리 스테이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Windows 및 Linux OS 플랫폼 모두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계

1. 에서 SANtricity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2. SANtricit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Windows 리눅스

SMIA*.exe 설치 패키지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a. SMIA*.BIN 설치 패키지가 있는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b. temp 마운트 지점에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
'IATEMPDIR' 변수를 설정합니다. 예:

"IATEMPDIR=/root./SMIA-LINUXX64-

11.25.0A00.0002.BIN"

c. 파일에 대한 실행 권한을 부여하려면 "chmod + x

SMIA *.bin" 명령을 실행합니다.

d. './SMIA *.BIN' 명령어를 실행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관리 스테이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고 설치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설치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에 내장된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시스템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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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

• 대역 외 관리.

•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가 포함된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기 위한 관리 스테이션입니다.

브라우저 최소 버전

Google Chrome 79

Microsoft Internet Explorer를 참조하십시오 11

Microsoft Edge를 참조하십시오 79

Mozilla Firefox 70

사파리 12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를 열거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마법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고, 다음 중 _ 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 풀 및 볼륨 그룹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 감지된 워크로드가 없습니다.

• 알림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단계

1. 브라우저에서 'https://<DomainNameOrIPAddress>` URL을 입력합니다

IPAddress는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 중 하나의 주소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처음 열면 관리자 암호 설정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는 관리자, 지원, 보안 및 모니터링의 네 가지 로컬 역할을 구성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역할에는
추측할 수 없는 임의의 암호가 있습니다. admin 역할의 암호를 설정한 후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로컬 사용자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 암호 설정 및 암호 확인 필드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System Manager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암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풀, 볼륨 그룹, 워크로드 또는 알림이 없는 경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 하드웨어(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수를 확인합니다. 어레이에
이름을 할당합니다.

◦ * 호스트 및 운영 체제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이 액세스할 수 있는 호스트 및 운영 체제 유형을 확인합니다.

◦ * 풀 수락 * — 빠른 설치 방법에 대해 권장되는 풀 구성을 수락합니다. 풀은 드라이브의 논리적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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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 구성 * — 스토리지 배열에 문제가 발생하면 System Manager가 자동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AutoSupport 활성화 * — 스토리지 어레이의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디스패치를
보냅니다.

4. 볼륨을 아직 생성하지 않은 경우 Storage [Volumes > Create > Volume] 메뉴로 이동하여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시스템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RHEL(Red Hat) 호스트의 경우 "rpm -q device-mapper-multipath"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LES 호스트의 경우 'rpm-q multipath-tools’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영 체제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 운영 체제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매체를 사용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물리적 경로 중 하나가 중단되는 경우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가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합니다.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는 스토리지에 대한 활성 물리적 경로를 나타내는 단일 가상 장치를 운영 체제에 제공합니다. 또한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는 가상 장치를 업데이트하는 페일오버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Linux 설치에 DM-MP(Device Mapper MultiPath) 툴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DM-MP는 RHEL 및 SLES에서
비활성화됩니다. 호스트에서 DM-MP 구성 요소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단계

1. multipath.conf 파일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 '#touch/etc/multipath.conf' 명령을 실행합니다.

2. multipath.conf 파일을 비워 두고 기본 다중 경로 설정을 사용합니다.

3. 다중 경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systemctl start multipathd

4. uname -r 명령을 실행하여 커널 버전을 저장합니다.

# uname -r

3.10.0-327.el7.x86_64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5. 를 활성화합니다 multipathd 부팅 시 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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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ctl enable multipathd

6. /boot 디렉토리에서 "initramfs" 이미지 또는 "initrd" 이미지를 재생성합니다.

dracut --force --add multipath

7. 부팅 구성 파일에서 새로 생성된 /boot/initrams- * 이미지 또는 /boot/initrd- * 이미지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grub의 경우 '/boot/grub/menu.lst’이고 grub2의 경우 '/boot/grub2/menu.cfg’입니다.

8. 를 사용합니다 "호스트를 수동으로 생성합니다" 호스트가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온라인 도움말의
절차입니다. 각 호스트 유형 설정이 에서 수집한 커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자동 로드 밸런싱은 커널 3.9 이하를 실행하는 호스트에 매핑된 볼륨에 대해 비활성화됩니다.

1. 호스트를 재부팅합니다.

multipath.conf 파일을 설정합니다

multipath.conf 파일은 multipath daemon, multipathd의 구성 파일입니다.

multipath.conf 파일은 multipathd에 대한 기본 제공 구성 테이블보다 우선합니다.

SANtricity 운영 체제 8.30 이상의 경우 NetApp은 제공된 기본 설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tc/multipath.conf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SAS 호스트 식별자 확인 - Linux

SAS 프로토콜의 경우 HBA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SAS 주소를 찾은 다음 HBA BIOS를 사용하여
적절한 구성 설정을 만듭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HBA 유틸리티에 대한 다음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 대부분의 HBA 공급업체는 HBA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 및 CPU에 따라 LSI-sas2flash(6G)

또는 sas3flash(12G) 유틸리티를 사용하십시오.

• 호스트 컨텍스트 에이전트가 설치된 경우 호스트 I/O 포트가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단계

1. HBA 공급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HBA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합니다.

2. 유틸리티를 설치합니다.

3. HBA BIOS를 사용하여 구성에 적합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의 메모 열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을 참조하십시오.

126

https://docs.netapp.com/us-en/e-series-santricity/sm-storage/create-host-manually.html
https://docs.netapp.com/us-en/e-series-santricity/sm-storage/create-host-manually.html
https://docs.netapp.com/us-en/e-series-santricity/sm-storage/create-host-manually.html
https://docs.netapp.com/us-en/e-series-santricity/sm-storage/create-host-manually.html
https://docs.netapp.com/us-en/e-series-santricity/sm-storage/create-host-manually.html
https://docs.netapp.com/us-en/e-series-santricity/sm-storage/create-host-manually.html
https://docs.netapp.com/us-en/e-series-santricity/sm-storage/create-host-manually.html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파티션 및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Linux 호스트가 처음 LUN을 검색할 때 새 LUN에 파티션 또는 파일 시스템이 없습니다. LUN을
사용하려면 먼저 포맷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LUN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호스트에서 검색된 LUN입니다.

• 사용 가능한 디스크 목록입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를 보려면 /dev/mapper 폴더에서 "ls"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GPT(GUID Partition Table) 또는 MBR(Master Boot Record)을 사용하여 디스크를 기본 디스크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ext4 같은 파일 시스템으로 LUN을 포맷합니다.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는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계

1. 'sanlun lun show -p' 명령을 실행하여 매핑된 디스크의 SCSI ID를 검색합니다.

SCSI ID는 3부터 시작하는 33자의 16진수 문자열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이름이 활성화되면 장치 매퍼(Device

Mapper)는 SCSI ID가 아닌 mpath로 디스크를 보고합니다.

127



# sanlun lun show -p

                E-Series Array: ictm1619s01c01-

SRP(60080e50002908b40000000054efb9d2)

                   Volume Name:

               Preferred Owner: Controller in Slot B

                 Current Owner: Controller in Slot B

                          Mode: RDAC (Active/Active)

                       UTM LUN: None

                           LUN: 116

                      LUN Size:

                       Product: E-Series

                   Host Device:

mpathr(360080e50004300ac000007575568851d)

              Multipath Policy: round-robin 0

            Multipath Provider: Native

--------- ---------- ------- ------------

----------------------------------------------

host      controller                      controller

path      path       /dev/   host         target

state     type       node    adapter      port

--------- ---------- ------- ------------

----------------------------------------------

up        secondary  sdcx    host14       A1

up        secondary  sdat    host10       A2

up        secondary  sdbv    host13       B1

2. Linux OS 릴리스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새 파티션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파티션을 식별하는 문자는 SCSI ID(예: 숫자 1 또는 P3)에 추가됩니다.

# parted -a optimal -s --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

mklabel

gpt mkpart primary ext4 0% 100%

3.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은 선택한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 mkfs.ext4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1

4. 새 파티션을 마운트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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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dir /mnt/ext4

5. 파티션을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1 /mnt/ext4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액세스를 확인합니다

볼륨을 사용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볼륨에 데이터를 쓰고 다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초기화된 볼륨입니다.

단계

1. 호스트에서 하나 이상의 파일을 디스크의 마운트 지점으로 복사합니다.

2. 파일을 원래 디스크의 다른 폴더로 다시 복사합니다.

3. "IFF" 명령을 실행하여 복사된 파일을 원본과 비교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복사한 파일 및 폴더를 제거합니다.

SAS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SAS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호스트 식별자입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접속입니다

SAS 주소입니다

1 호스트 _해당 사항 없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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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접속입니다

SAS 주소입니다

2 컨트롤러 A, 포트 1에 연결된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1

3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1이
컨트롤러 B, 포트 1에 연결됩니다

4 컨트롤러 A, 포트 1에 연결된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2

5 컨트롤러 B, 포트 1에 연결된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2

타겟 식별자

권장 구성은 두 개의 대상 포트로 구성됩니다.

호스트 매핑 중

호스트 이름 매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iSCSI 설정

Linux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 계획을 생성한 다음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IMT)

을 사용하여 전체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

1. 로 이동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2. 솔루션 검색 * 타일을 클릭합니다.

3. 메뉴: 프로토콜 [SAN 호스트] 영역에서 * E-Series SAN 호스트 * 옆에 있는 * 추가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조건 구체화 보기 * 를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 구체화 섹션이 표시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적용되는 프로토콜과 운영 체제, NetApp OS 및 호스트 다중
경로 드라이버와 같은 구성의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 기준을 선택한 다음 어떤 호환 구성 요소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6. 필요한 경우 도구에 규정된 운영 체제 및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화살표를 클릭하여 지원되는 구성 보기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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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DHCP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관리 스테이션과 스토리지 어레이 간의 통신을 구성하려면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것

스토리지 관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설치 및 구성된 DHCP 서버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1개의 컨트롤러(단일) 또는 2개의 컨트롤러(이중)가 있으며, 각 컨트롤러에는 2개의 스토리지
관리 포트가 있습니다. 각 관리 포트에는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다음 지침은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스토리지 배열(이중 구성)을 나타냅니다.

단계

1. 아직 연결하지 않은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관리 스테이션과 각 컨트롤러(A 및 B)의 관리 포트 1에 연결하십시오.

DHCP 서버는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두 컨트롤러 중 하나에서 관리 포트 2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포트 2는 NetApp 기술 담당자가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거나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면 DHCP는 IP

주소를 다시 할당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고정 IP 주소가 구성될 때까지 수행됩니다.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30초 이내에 DHCP 할당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기본 IP 주소가 설정됩니다:

◦ 컨트롤러 A, 포트 1: 169.254.128.101

◦ 컨트롤러 B, 포트 1: 169.254.128.102

◦ 서브넷 마스크: 255.255.0.0

2. 각 컨트롤러 뒷면에서 MAC 주소 레이블을 찾은 다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대한 MAC

주소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MAC 주소가 필요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Linux Unified Host Utilities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Linux Unified Host Utilities 툴을 사용하면 페일오버 정책과 물리적 경로를 비롯한 NetApp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사용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설치할 Unified Host Utilities의 적절한 버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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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각 구성 내의 열에 버전이 나열됩니다.

2. 에서 Unified Host Utilities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또는 SANtricity SMdevices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통합 호스트 유틸리티 도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Mdevices 유틸리티는 SMutils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Mutils

패키지는 호스트가 스토리지 배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유틸리티 모음입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설치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Mcli용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설치(SANtricity 소프트웨어 버전 11.53 이하)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스테이션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는 추가 관리 작업을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와 I/O 경로를 통해 호스트 구성
정보를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로 푸시하는 Host Context Agent를 포함합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6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SANtricity

보안 CLI(SMcli)는 SANtricity OS에 포함되어 있으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SMcli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의 _CLI(명령줄 인터페이스)_다운로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것

•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전 버전.

•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권한을 수정합니다.

•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 사항이 있는 SANtricity Storage Manager 클라이언트용 시스템:

◦ RAM *: Java Runtime Engine용 2GB

◦ * 디스크 공간 *: 5GB

◦ * OS/아키텍처 *: 지원되는 운영 체제 버전 및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데이터 호스트에 Linux를 사용할 때 Windows와 Linux가 모두 공통 관리 스테이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Windows 및 Linux OS 플랫폼 모두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계

1. 에서 SANtricity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2. SANtricit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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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리눅스

SMIA*.exe 설치 패키지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a. SMIA*.BIN 설치 패키지가 있는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b. temp 마운트 지점에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
'IATEMPDIR' 변수를 설정합니다. 예:

"IATEMPDIR=/root./SMIA-LINUXX64-

11.25.0A00.0002.BIN"

c. 파일에 대한 실행 권한을 부여하려면 "chmod + x

SMIA *.bin" 명령을 실행합니다.

d. './SMIA *.BIN' 명령어를 실행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관리 스테이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고 설치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설치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에 내장된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시스템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대역 외 관리.

•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가 포함된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기 위한 관리 스테이션입니다.

브라우저 최소 버전

Google Chrome 79

Microsoft Internet Explorer를 참조하십시오 11

Microsoft Edge를 참조하십시오 79

Mozilla Firefox 70

사파리 12

이 작업에 대해

iSCSI 사용자인 경우 iSCSI를 구성하는 동안 설정 마법사를 닫았습니다.

System Manager를 열거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마법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고, 다음 중 _ 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 풀 및 볼륨 그룹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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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된 워크로드가 없습니다.

• 알림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단계

1. 브라우저에서 'https://<DomainNameOrIPAddress>` URL을 입력합니다

IPAddress는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 중 하나의 주소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처음 열면 관리자 암호 설정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는 관리자, 지원, 보안 및 모니터링의 네 가지 로컬 역할을 구성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역할에는
추측할 수 없는 임의의 암호가 있습니다. admin 역할의 암호를 설정한 후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로컬 사용자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 암호 설정 및 암호 확인 필드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System Manager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암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풀, 볼륨 그룹, 워크로드 또는 알림이 없는 경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 하드웨어(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수를 확인합니다. 어레이에
이름을 할당합니다.

◦ * 호스트 및 운영 체제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이 액세스할 수 있는 호스트 및 운영 체제 유형을 확인합니다.

◦ * 풀 수락 * — 빠른 설치 방법에 대해 권장되는 풀 구성을 수락합니다. 풀은 드라이브의 논리적 그룹입니다.

◦ * 경고 구성 * — 스토리지 배열에 문제가 발생하면 System Manager가 자동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AutoSupport 활성화 * — 스토리지 어레이의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디스패치를
보냅니다.

4. 볼륨을 아직 생성하지 않은 경우 Storage [Volumes > Create > Volume] 메뉴로 이동하여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시스템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RHEL(Red Hat) 호스트의 경우 "rpm -q device-mapper-multipath"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LES 호스트의 경우 'rpm-q multipath-tools’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영 체제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 운영 체제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매체를 사용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물리적 경로 중 하나가 중단되는 경우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가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합니다.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는 스토리지에 대한 활성 물리적 경로를 나타내는 단일 가상 장치를 운영 체제에 제공합니다. 또한 다중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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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가상 장치를 업데이트하는 페일오버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Linux 설치에 DM-MP(Device Mapper MultiPath) 툴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DM-MP는 RHEL 및 SLES에서
비활성화됩니다. 호스트에서 DM-MP 구성 요소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단계

1. multipath.conf 파일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 '#touch/etc/multipath.conf' 명령을 실행합니다.

2. multipath.conf 파일을 비워 두고 기본 다중 경로 설정을 사용합니다.

3. 다중 경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systemctl start multipathd

4. uname -r 명령을 실행하여 커널 버전을 저장합니다.

# uname -r

3.10.0-327.el7.x86_64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5. 를 활성화합니다 multipathd 부팅 시 데몬

systemctl enable multipathd

6. /boot 디렉토리에서 "initramfs" 이미지 또는 "initrd" 이미지를 재생성합니다.

dracut --force --add multipath

7. 를 사용합니다 "호스트를 수동으로 생성합니다" 호스트가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온라인 도움말의
절차입니다. 각 호스트 유형 설정이 에서 수집한 커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자동 로드 밸런싱은 커널 3.9 이하를 실행하는 호스트에 매핑된 볼륨에 대해 비활성화됩니다.

1. 호스트를 재부팅합니다.

multipath.conf 파일을 설정합니다

multipath.conf 파일은 multipath daemon, multipathd의 구성 파일입니다.

multipath.conf 파일은 multipathd에 대한 기본 제공 구성 테이블보다 우선합니다.

SANtricity 운영 체제 8.30 이상의 경우 NetApp은 제공된 기본 설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tc/multipath.conf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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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를 구성합니다

iSCSI에 대한 공급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에는 구성
지시문과 코드 업데이트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가용성을 위해 두 개의 별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iSCSI 트래픽을 분리하여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구분해야
합니다.

• 흐름 제어 * 엔드 투 엔드 * 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컨트롤러의 스위치 포트에서는 포트 채널/LACP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호스트측 LACP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중 경로가 동일한 이점을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 더 나은 이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데이터 저장소 요구 사항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iSCSI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성을 선택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본 이중화를 사용하여 iSCSI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각 호스트 포트와 각 컨트롤러의 포트 하나를 별도의 스위치에
연결하고 각 호스트 포트 및 컨트롤러 포트 세트를 별도의 네트워크 세그먼트 또는 VLAN에서 분할하십시오.

하드웨어 흐름 제어 전송 및 수신 * 엔드 투 엔드 * 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선 순위 흐름 제어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성능상의 이유로 IP SAN 내에서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도록 어레이, 스위치 및 호스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호스트와 스위치에서 점보 프레임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영 체제 및 스위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어레이에서 점보 프레임을 활성화하려면 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스토리지 측 네트워킹 구성".

IP 오버헤드를 위해 많은 네트워크 스위치를 9,000바이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위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스토리지 측 네트워킹 구성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GUI를 사용하여 어레이 측에서 iSCSI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필요한 것

•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 중 하나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입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적절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구성된 System Manager GUI, 즉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 또는 LDAP 및 디렉토리 서비스에 대한 암호입니다. 액세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은 System Manager의 하드웨어 페이지에서 iSCSI 포트 구성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시스템 [설정 >

iSCSI 포트 구성] 메뉴에서 구성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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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우저에서 'https://<DomainNameOrIPAddress>` URL을 입력합니다

IPAddress는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 중 하나의 주소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처음 열면 관리자 암호 설정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는 관리자, 지원, 보안 및 모니터링의 네 가지 로컬 역할을 구성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역할에는
추측할 수 없는 임의의 암호가 있습니다. admin 역할의 암호를 설정한 후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로컬 사용자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 암호 설정 및 암호 확인 필드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System Manager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암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풀, 볼륨 그룹, 워크로드 또는 알림이 없는 경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닫습니다.

나중에 마법사를 사용하여 추가 설정 작업을 완료합니다.

4.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5.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클릭합니다.

그래픽이 변경되어 드라이브 대신 컨트롤러가 표시됩니다.

6. 구성할 iSCSI 포트가 있는 컨트롤러를 클릭합니다.

컨트롤러의 상황에 맞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7. iSCSI 포트 구성 * 을 선택합니다.

iSCSI 포트 구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8. 드롭다운 목록에서 구성할 포트를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9. 구성 포트 설정을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모든 포트 설정을 보려면 대화 상자 오른쪽에 있는 * 추가 포트 설정 표시 * 링크를 클릭합니다.

포트 설정 설명

이더넷 포트 속도를 구성했습니다 원하는 속도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옵션은 네트워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속도(예:

10Gbps)에 따라 달라집니다.

컨트롤러에서 옵션으로 제공되는 25GB

iSCSI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는 속도를
자동 협상하지 않습니다. 각 포트의
속도를 10Gb 또는 25Gb로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포트는 동일한 속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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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설정 설명

IPv4 사용/IPv6 사용 IPv4 및 IPv6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하나 또는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TCP 수신 대기 포트(* 추가 포트 설정 표시 * 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

필요한 경우 새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신 대기 포트는 컨트롤러가 호스트 iSCSI 초기자의
iSCSI 로그인을 수신 대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TCP 포트
번호입니다. 기본 수신 대기 포트는 3260입니다. 3260

또는 49152와 65535 사이의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MTU 크기(* 추가 포트 설정 표시 * 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

필요한 경우 MTU(Maximum Transmission Unit)에
대한 새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입력합니다.

기본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크기는
프레임당 1,500바이트입니다. 1500에서 9000 사이의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ICMP Ping 응답을 활성화합니다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를
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의 운영 체제는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러한 ICMP 메시지는 호스트에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호스트와 패킷을 주고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IPv4 사용 * 을 선택한 경우 * 다음 * 을 클릭하면 IPv4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IPv6 사용 * 을
선택한 경우 * 다음 * 을 클릭하면 IPv6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한 경우
IPv4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먼저 열리고 * 다음 * 을 클릭하면 IPv6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10. IPv4 및/또는 IPv6 설정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모든 포트 설정을 보려면 대화 상자 오른쪽에 있는 * 추가
설정 표시 * 링크를 클릭합니다.

포트 설정 설명

자동으로 구성을 가져옵니다 구성을 자동으로 가져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수동으로 정적 설정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 필드에 정적 주소를 입력합니다.

IPv4의 경우 네트워크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를
포함합니다. IPv6의 경우 라우팅 가능한 IP 주소와
라우터 IP 주소를 포함합니다.

11. 마침 * 을 클릭합니다.

12. System Manager를 닫습니다.

호스트측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호스트측 네트워킹을 구성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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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 대해

물리적 경로당 노드 세션 수 설정, 해당 iSCSI 서비스 설정, iSCSI 포트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iSCSI 얼굴 바인딩 생성
및 이니시에이터와 타겟 간의 iSCSI 세션 설정을 통해 호스트 측에서 iSCSI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받은 편지함 소프트웨어 - iSCSI CNA/NIC용 이니시에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드라이버,

펌웨어 및 BIOS는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코드 요구 사항을
결정합니다.

단계

1. /etc/iscsi/iscsid.conf 파일에서 ' node.session.nr_sessions` 변수를 확인하여 물리적 경로당 기본 세션 수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본 세션 수를 하나의 세션으로 변경합니다.

node.session.nr_sessions = 1

2. /etc/iscsi/iscsid.conf 파일의 node.session.timeo.replacement_timeout` 변수를 기본값인 120에서 20으로
변경합니다.

node.session.timeo.replacement_timeout = 20

3. 선택적으로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de.startup = automatic 를 실행하기 전에 /etc/iscsi/iscsid.conf에서

iscsiadm 재부팅 후 세션이 유지되는 명령입니다.

4. "iscsid" 및 "open-) iSCSI" 서비스가 부팅 및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ystemctl start iscsi

# systemctl start iscsid

# systemctl enable iscsi

# systemctl enable iscsid

5. 호스트 IQN 이니시에이터 이름을 가져옵니다. 이 이니시에이터 이름은 호스트를 스토리지에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cat /etc/iscsi/initiatorname.iscsi

6. iSCSI 포트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RHEL 및 SLES에 대한 지침 예입니다.

공용 네트워크 포트 외에도 iSCSI 이니시에이터는 별도의 개인 세그먼트 또는 VLAN에 둘 이상의
NIC를 사용해야 합니다.

a. ifconfig -a 명령을 사용하여 iSCSI 포트 이름을 확인합니다.

b. iSCSI 이니시에이터 포트의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이니시에이터 포트는 iSCSI 타겟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 Red Hat Enterprise Linux 7 및 8(RHEL 7 및 RHEL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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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파일을 만듭니다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NIC port>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TYPE=Ethernet

PROXY_METHOD=none

BROWSER_ONLY=no

BOOTPROTO=static

DEFROUTE=yes

IPV4_FAILURE_FATAL=no

NAME=<NIC port>

UUID=<unique UUID>

DEVICE=<NIC port>

ONBOOT=yes

IPADDR=192.168.xxx.xxx

PREFIX=24

NETMASK=255.255.255.0

NM_CONTROLLED=no

MTU=

IPv6과 관련한 선택적 추가 사항:

IPV6INIT=yes

IPV6_AUTOCONF=no

IPV6ADDR=fdxx::192:168:xxxx:xxxx/32

IPV6_DEFROUTE=yes

IPV6_FAILURE_FATAL=no

IPV6_ADDR_GEN_MODE=eui64

▪ Red Hat Enterprise Linux 9(RHEL 9) *

를 사용합니다 nmtui 도구를 사용하여 연결을 활성화하고 편집합니다. 도구가 을 생성합니다 <NIC

port>.nmconnection 파일 내 /etc/NetworkManager/system-connections/.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2 및 15(SLES 12 및 SLES 15) *

예제 파일을 만듭니다 /etc/sysconfig/network/ifcfg-<NIC port>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IPADDR='192.168.xxx.xxx/24'

BOOTPROTO='static'

STARTMODE='auto'

+

IPv6에 대한 추가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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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DR_0='fdxx::192:168:xxxx:xxxx/32'

+

두 iSCSI 이니시에이터 포트의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a. 네트워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 systemctl restart network

b. Linux 서버가 iSCSI 대상 포트의 ping_all_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7.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니시에이터와 타겟 사이의 iSCSI 세션을 설정합니다(총 4개).

a. (선택 사항) ifaces를 사용하는 경우 iSCSI iface 바인딩 2개를 생성하여 iSCSI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 iscsiadm -m iface -I iface0 -o new

# iscsiadm -m iface -I iface0 -o update -n iface.net_ifacename -v

<NIC port1>

# iscsiadm -m iface -I iface1 -o new

# iscsiadm -m iface -I iface1 -o update -n iface.net_ifacename -v

<NIC port2>

인터페이스를 나열하려면 iscsiadm -m iface를 사용합니다.

b. iSCSI 대상을 검색합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 워크시트에 IQN(각 검색과 동일함)을 저장합니다.

▪ 방법 1(ifaces 사용) *

# iscsiadm -m discovery -t sendtargets -p

<target_ip_address>:<target_tcp_listening_port> -I iface0

# iscsiadm -m discovery -t sendtargets -p 192.168.0.1:3260 -I

iface0

▪ 방법 2(ifaces 없음) *

# iscsiadm -m discovery -t sendtargets -p

<target_ip_address>:<target_tcp_listening_port>

# iscsiadm -m discovery -t sendtargets -p 192.168.0.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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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N은 다음과 같습니다.

iqn.1992-01.com.netapp:2365.60080e50001bf1600000000531d7be3

c. iSCSI 이니시에이터와 iSCSI 타겟 간의 접속을 생성합니다.

▪ 방법 1(ifaces 사용) *

# iscsiadm -m node -T <target_iqn> -p

<target_ip_address>:<target_tcp_listening_port> -I iface0 -l

# iscsiadm -m node -T iqn.1992-

01.com.netapp:2365.60080e50001bf1600000000531d7be3 -p

192.168.0.1:3260 -I iface0 -l

+

▪ 방법 2(ifaces 없음) *

# iscsiadm -m node -L all

a. 호스트에 설정된 iSCSI 세션을 나열합니다.

# iscsiadm -m session

IP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합니다

ping 테스트를 사용하여 호스트와 어레이가 통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IP(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합니다.

단계

1. 호스트에서 점보 프레임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 점보 프레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ing -I <hostIP\> <targetIP\>

◦ 점보 프레임이 활성화된 경우 페이로드 크기가 8,972바이트인 ping 명령을 실행합니다. IP 및 ICMP 결합된
헤더는 28바이트로, 페이로드에 추가되면 9,000바이트입니다. s 스위치는 패킷 크기 비트를 설정합니다. d

스위치는 디버그 옵션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면 9,000바이트의 점보 프레임을 iSCSI

이니시에이터와 타겟 간에 성공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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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g -I <hostIP\> -s 8972 -d <targetIP\>

이 예에서 iSCSI 대상 IP 주소는 192.0.2.8 입니다.

#ping -I 192.0.2.100 -s 8972 -d 192.0.2.8

Pinging 192.0.2.8 with 8972 bytes of data:

Reply from 192.0.2.8: bytes=8972 time=2ms TTL=64

Reply from 192.0.2.8: bytes=8972 time=2ms TTL=64

Reply from 192.0.2.8: bytes=8972 time=2ms TTL=64

Reply from 192.0.2.8: bytes=8972 time=2ms TTL=64

Ping statistics for 192.0.2.8:

  Packets: Sent = 4, Received = 4, Lost = 0 (0% loss),

Approximate round trip times in milli-seconds:

  Minimum = 2ms, Maximum = 2ms, Average = 2ms

2. 각 호스트의 이니시에이터 주소(iSCSI에 사용되는 호스트 이더넷 포트의 IP 주소)에서 각 컨트롤러의 iSCSI 포트로
'ping' 명령을 실행합니다. 구성에 있는 각 호스트 서버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IP 주소를 변경합니다.

명령이 실패한 경우(예: 패킷이 조각화되어야 하지만 DF 집합을 반환함) 호스트 서버, 스토리지
컨트롤러 및 스위치 포트의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대한 MTU 크기(점보 프레임 지원)를 확인합니다.

파티션 및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Linux 호스트가 처음 LUN을 검색할 때 새 LUN에 파티션이나 파일 시스템이 없으므로 LUN을
사용하려면 먼저 LUN을 포맷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LUN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호스트에서 검색된 LUN입니다.

• 사용 가능한 디스크 목록입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를 보려면 /dev/mapper 폴더에서 "ls"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GPT(GUID Partition Table) 또는 MBR(Master Boot Record)을 사용하여 디스크를 기본 디스크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ext4 같은 파일 시스템으로 LUN을 포맷합니다.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는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계

1. 'sanlun lun show -p' 명령을 실행하여 매핑된 디스크의 SCSI ID를 검색합니다.

SCSI ID는 3부터 시작하는 33자의 16진수 문자열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이름이 활성화되면 장치 매퍼(Device

Mapper)는 SCSI ID가 아닌 mpath로 디스크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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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lun lun show -p

                E-Series Array: ictm1619s01c01-

SRP(60080e50002908b40000000054efb9d2)

                   Volume Name:

               Preferred Owner: Controller in Slot B

                 Current Owner: Controller in Slot B

                          Mode: RDAC (Active/Active)

                       UTM LUN: None

                           LUN: 116

                      LUN Size:

                       Product: E-Series

                   Host Device:

mpathr(360080e50004300ac000007575568851d)

              Multipath Policy: round-robin 0

            Multipath Provider: Native

--------- ---------- ------- ------------

----------------------------------------------

host      controller                      controller

path      path       /dev/   host         target

state     type       node    adapter      port

--------- ---------- ------- ------------

----------------------------------------------

up        secondary  sdcx    host14       A1

up        secondary  sdat    host10       A2

up        secondary  sdbv    host13       B1

2. Linux OS 릴리스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새 파티션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파티션을 식별하는 문자는 SCSI ID(예: 숫자 1 또는 P3)에 추가됩니다.

# parted -a optimal -s --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

mklabel

gpt mkpart primary ext4 0% 100%

3.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은 선택한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 mkfs.ext4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1

4. 새 파티션을 마운트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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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dir /mnt/ext4

5. 파티션을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1 /mnt/ext4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액세스를 확인합니다

볼륨을 사용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볼륨에 데이터를 쓰고 다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초기화된 볼륨입니다.

단계

1. 호스트에서 하나 이상의 파일을 디스크의 마운트 지점으로 복사합니다.

2. 파일을 원래 디스크의 다른 폴더로 다시 복사합니다.

3. "IFF" 명령을 실행하여 복사된 파일을 원본과 비교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복사한 파일 및 폴더를 제거합니다.

iSCSI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iSCSI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권장 구성

권장 구성은 2개의 이니시에이터 포트와 1개 이상의 VLAN이 있는 4개의 타겟 포트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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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IQN입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대상 포트 연결입니다 IQN을 선택합니다

2 대상 포트

호스트 이름 매핑 중

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 정보입니다 이름 및 유형

1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iSER over InfiniBand 설정

Linux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 계획을 생성한 다음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IMT)

을 사용하여 전체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

1. 로 이동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2. 솔루션 검색 * 타일을 클릭합니다.

3. 메뉴: 프로토콜 [SAN 호스트] 영역에서 * E-Series SAN 호스트 * 옆에 있는 * 추가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조건 구체화 보기 * 를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 구체화 섹션이 표시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적용되는 프로토콜과 운영 체제, NetApp OS 및 호스트 다중
경로 드라이버와 같은 구성의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 기준을 선택한 다음 어떤 호환 구성 요소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6. 필요한 경우 도구에 규정된 운영 체제 및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화살표를 클릭하여 지원되는 구성 보기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HCP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관리 스테이션과 스토리지 어레이 간의 통신을 구성하려면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것

스토리지 관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설치 및 구성된 DHCP 서버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1개의 컨트롤러(단일) 또는 2개의 컨트롤러(이중)가 있으며, 각 컨트롤러에는 2개의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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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트가 있습니다. 각 관리 포트에는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다음 지침은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스토리지 배열(이중 구성)을 나타냅니다.

단계

1. 아직 연결하지 않은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관리 스테이션과 각 컨트롤러(A 및 B)의 관리 포트 1에 연결하십시오.

DHCP 서버는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두 컨트롤러 중 하나에서 관리 포트 2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포트 2는 NetApp 기술 담당자가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거나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면 DHCP는 IP

주소를 다시 할당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고정 IP 주소가 구성될 때까지 수행됩니다.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30초 이내에 DHCP 할당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기본 IP 주소가 설정됩니다:

◦ 컨트롤러 A, 포트 1: 169.254.128.101

◦ 컨트롤러 B, 포트 1: 169.254.128.102

◦ 서브넷 마스크: 255.255.0.0

2. 각 컨트롤러 뒷면에서 MAC 주소 레이블을 찾은 다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대한 MAC

주소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MAC 주소가 필요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호스트 포트 GUID를 확인하고 권장 설정을 지정합니다

InfiniBand-diags 패키지에는 각 InfiniBand(IB) 포트의 GUID(Globally Unique ID)를 표시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패키지를 통해 지원되는 OFED/RDMA의 대부분의 Linux

배포판에는 HCA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명령이 포함된 InfiniBand-DIAG 패키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계

1. 를 설치합니다 infiniband-diags 운영 체제의 패키지 관리 명령을 사용하여 패키지를 만듭니다.

2. 'ibstat' 명령어를 실행하여 포트 정보를 출력한다.

3. 에 이니시에이터의 GUID를 기록합니다 iSER over InfiniBand 워크시트.

4. HBA 유틸리티에서 적절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구성에 대한 적절한 설정이 의 메모 열에 나열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서브넷 관리자를 구성합니다

서브넷 관리자는 스위치나 호스트의 환경에서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호스트 측에서 실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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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설정합니다.

서브넷 관리자를 구성하기 전에 InfiniBand-diags 패키지를 설치하여 를 통해 GUID(Globally Unique

ID)를 얻어야 합니다 ibstat -p 명령. 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포트 GUID를 확인하고 권장 설정을
지정합니다 InfiniBand-diags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1. 서브넷 관리자를 실행할 모든 호스트에 OpenSM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2. ibstat -p 명령을 사용하여 HBA 포트의 GUID0 및 GUID1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ibstat -p

0x248a070300a80a80

0x248a070300a80a81

3. 부팅 프로세스의 일부로 한 번 실행되는 서브넷 관리자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 vim /usr/sbin/subnet-manager.sh

4. 다음 행을 추가합니다. 2단계에서 찾은 값을 로 대체합니다 GUID0 및 GUID1. 용 P0 및 `P1`에서 서브넷 관리자
우선 순위를 사용합니다. 1은 가장 낮고 15는 가장 높습니다.

#!/bin/bash

opensm -B -g <GUID0> -p <P0> -f /var/log/opensm-ib0.log

opensm -B -g <GUID1> -p <P1> -f /var/log/opensm-ib1.log

값 대체를 사용하는 명령의 예:

#!/bin/bash

opensm -B -g 0x248a070300a80a80 -p 15 -f /var/log/opensm-ib0.log

opensm -B -g 0x248a070300a80a81 -p 1 -f /var/log/opensm-ib1.log

5. 이름이 인 시스템 서비스 유닛 파일을 생성합니다 subnet-manager.service.

# vim /etc/systemd/system/subnet-manager.service

6. 다음 행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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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Description=systemd service unit file for subnet manager

[Service]

Type=forking

ExecStart=/bin/bash /usr/sbin/subnet-manager.sh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7. 시스템에 새 서비스를 알립니다.

# systemctl daemon-reload

8. 를 활성화하고 시작합니다 subnet-manager 서비스.

# systemctl enable subnet-manager.service

# systemctl start subnet-manager.service

Linux Unified Host Utilities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Linux Unified Host Utilities 툴을 사용하면 페일오버 정책과 물리적 경로를 비롯한 NetApp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사용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설치할 Unified Host Utilities의 적절한 버전을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각 구성 내의 열에 버전이 나열됩니다.

2. 에서 Unified Host Utilities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또는 SANtricity SMdevices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통합 호스트 유틸리티 도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Mdevices 유틸리티는 SMutils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Mutils

패키지는 호스트가 스토리지 배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유틸리티 모음입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설치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Mcli용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설치(SANtricity 소프트웨어 버전 11.53 이하)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스테이션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는 추가 관리 작업을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와 I/O 경로를 통해 호스트 구성
정보를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로 푸시하는 Host Context Agent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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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ricity 소프트웨어 11.6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SANtricity

보안 CLI(SMcli)는 SANtricity OS에 포함되어 있으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SMcli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의 _CLI(명령줄 인터페이스)_다운로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것

•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전 버전.

•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권한을 수정합니다.

•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 사항이 있는 SANtricity Storage Manager 클라이언트용 시스템:

◦ RAM *: Java Runtime Engine용 2GB

◦ * 디스크 공간 *: 5GB

◦ * OS/아키텍처 *: 지원되는 운영 체제 버전 및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데이터 호스트에 Linux를 사용할 때 Windows와 Linux가 모두 공통 관리 스테이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Windows 및 Linux OS 플랫폼 모두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계

1. 에서 SANtricity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2. SANtricit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Windows 리눅스

SMIA*.exe 설치 패키지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a. SMIA*.BIN 설치 패키지가 있는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b. temp 마운트 지점에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
'IATEMPDIR' 변수를 설정합니다. 예:

"IATEMPDIR=/root./SMIA-LINUXX64-

11.25.0A00.0002.BIN"

c. 파일에 대한 실행 권한을 부여하려면 "chmod + x

SMIA *.bin" 명령을 실행합니다.

d. './SMIA *.BIN' 명령어를 실행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관리 스테이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고 설치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설치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에 내장된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시스템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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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

• 대역 외 관리.

•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가 포함된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기 위한 관리 스테이션입니다.

브라우저 최소 버전

Google Chrome 79

Microsoft Internet Explorer를 참조하십시오 11

Microsoft Edge를 참조하십시오 79

Mozilla Firefox 70

사파리 12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를 열거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마법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고, 다음 중 _ 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 풀 및 볼륨 그룹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 감지된 워크로드가 없습니다.

• 알림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단계

1. 브라우저에서 'https://<DomainNameOrIPAddress>` URL을 입력합니다

IPAddress는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 중 하나의 주소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처음 열면 관리자 암호 설정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는 관리자, 지원, 보안 및 모니터링의 네 가지 로컬 역할을 구성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역할에는
추측할 수 없는 임의의 암호가 있습니다. admin 역할의 암호를 설정한 후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로컬 사용자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 암호 설정 및 암호 확인 필드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System Manager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암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풀, 볼륨 그룹, 워크로드 또는 알림이 없는 경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 하드웨어(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수를 확인합니다. 어레이에
이름을 할당합니다.

◦ * 호스트 및 운영 체제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이 액세스할 수 있는 호스트 및 운영 체제 유형을 확인합니다.

◦ * 풀 수락 * — 빠른 설치 방법에 대해 권장되는 풀 구성을 수락합니다. 풀은 드라이브의 논리적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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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 구성 * — 스토리지 배열에 문제가 발생하면 System Manager가 자동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AutoSupport 활성화 * — 스토리지 어레이의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디스패치를
보냅니다.

4. 볼륨을 아직 생성하지 않은 경우 Storage [Volumes > Create > Volume] 메뉴로 이동하여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시스템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RHEL(Red Hat) 호스트의 경우 "rpm -q device-mapper-multipath"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LES 호스트의 경우 'rpm-q multipath-tools’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영 체제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 운영 체제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매체를 사용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물리적 경로 중 하나가 중단되는 경우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가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합니다.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는 스토리지에 대한 활성 물리적 경로를 나타내는 단일 가상 장치를 운영 체제에 제공합니다. 또한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는 가상 장치를 업데이트하는 페일오버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Linux 설치에 DM-MP(Device Mapper MultiPath) 툴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DM-MP는 RHEL 및 SLES에서
비활성화됩니다. 호스트에서 DM-MP 구성 요소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단계

1. multipath.conf 파일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 '#touch/etc/multipath.conf' 명령을 실행합니다.

2. multipath.conf 파일을 비워 두고 기본 다중 경로 설정을 사용합니다.

3. 다중 경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systemctl start multipathd

4. uname -r 명령을 실행하여 커널 버전을 저장합니다.

# uname -r

3.10.0-327.el7.x86_64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5. 부팅 시 multipathd 데몬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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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ctl enable multipathd

6. /boot 디렉토리에서 "initramfs" 이미지 또는 "initrd" 이미지를 재생성합니다.

dracut --force --add multipath

7. 부팅 구성 파일에서 새로 생성된 /boot/initrams- * 이미지 또는 /boot/initrd- * 이미지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grub의 경우 '/boot/grub/menu.lst’이고 grub2의 경우 '/boot/grub2/menu.cfg’입니다.

8. 를 사용합니다 "호스트를 수동으로 생성합니다" 호스트가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온라인 도움말의
절차입니다. 각 호스트 유형 설정이 에서 수집한 커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자동 로드 밸런싱은 커널 3.9 이하를 실행하는 호스트에 매핑된 볼륨에 대해 비활성화됩니다.

1. 호스트를 재부팅합니다.

multipath.conf 파일을 설정합니다

multipath.conf 파일은 multipath daemon, multipathd의 구성 파일입니다.

multipath.conf 파일은 multipathd에 대한 기본 제공 구성 테이블보다 우선합니다.

SANtricity 운영 체제 8.30 이상의 경우 NetApp은 제공된 기본 설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tc/multipath.conf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합니다

구성에서 InfiniBand 프로토콜을 통한 iSER을 사용하는 경우 이 섹션의 단계를 수행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합니다.

단계

1. System Manager에서 설정 [시스템 > Infiniband 포트를 통해 iSER 구성] 메뉴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ystem Manager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iSCSI 세션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호스트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스토리지 iSCSI 주소를 배치합니다. 주소는 를
참조하십시오 iSER 워크시트.

2. IQN을 기록합니다.

이 정보는 전송 대상 검색을 지원하지 않는 운영 체제에서 iSER 세션을 생성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에 이 정보를
입력합니다 iSER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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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연결 호스트에 대한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구성에서 InfiniBand 프로토콜을 통한 iSER을 사용하는 경우 이 섹션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InfiniBand OFED 드라이버 스택은 동일한 포트에서 iSER 및 SRP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으므로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

NetApp에서 시스템에 OFED를 설치하도록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단계

1. 호스트에서 iSCSI 서비스 활성화 및 시작:

◦ Red Hat Enterprise Linux 7, 8 및 9(RHEL 7, RHEL 8 및 RHEL 9) *

# systemctl start iscsi

# systemctl start iscsid

# systemctl enable iscsi

# systemctl enable iscsid

◦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2 및 15(SLES 12 및 SLES 15) *

# systemctl start iscsid.service

# systemctl enable iscsid.service

2. InfiniBand 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구성:

a. 사용할 InfiniBand 포트를 식별합니다. 각 포트의 HW 주소(MAC 주소)를 기록합니다.

b. InfiniBan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디바이스의 영구 이름을 구성합니다.

c. 식별된 InfiniBand 인터페이스의 IP 주소 및 네트워크 정보를 구성합니다.

필요한 특정 인터페이스 구성은 사용하는 운영 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급업체의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d. 네트워킹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거나 각 인터페이스를 수동으로 다시 시작하여 IB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ystemctl restart network

e. 타겟 포트에 대한 접속을 확인합니다. 호스트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할 때 구성한 IP 주소를 ping합니다.

3.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여 iSER 모듈을 로드합니다.

4. /etc/iscsi/iscsid.conf에서 iSCSI 설정을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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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startup = automatic

replacement_timeout = 20

5. iSCSI 세션 구성 생성:

a. 각 InfiniBand 인터페이스에 대한 iface 구성 파일을 생성합니다.

iSCSI iface 파일의 디렉토리 위치는 운영 체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예는 Red Hat Enterprise

Linux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iscsiadm -m iface -I iser > /var/lib/iscsi/ifaces/iface-ib0

iscsiadm -m iface -I iser > /var/lib/iscsi/ifaces/iface-ib1

b. 각 iface 파일을 편집하여 인터페이스 이름과 이니시에이터 IQN을 설정합니다. 각 iface 파일에 대해 다음 매개
변수를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옵션을 선택합니다 값

iface.net_ifacename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이름(예: ib0)를 참조하십시오.

iface.initiatorname 워크시트에 기록된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IQN입니다.

c. 타겟에 대한 iSCSI 세션을 생성합니다.

세션을 만드는 기본 방법은 SendTargets 검색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운영 체제 릴리스에서는
이 방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RHEL 6.x 또는 SLES 11.3 이상에 * 방법 2 * 를 사용합니다.

▪ * 방법 1 - SendTargets 검색: * SendTargets 검색 메커니즘을 대상 포털 IP 주소 중 하나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타겟 포털에 대한 세션이 생성됩니다.

iscsiadm -m discovery -t st -p 192.168.130.101 -I iser

▪ * 방법 2 - 수동 생성: * 각 대상 포털 IP 주소에 대해 적절한 호스트 인터페이스 iface 구성을 사용하여
세션을 생성합니다. 이 예에서 인터페이스 ib0은 서브넷 A에 있고 인터페이스 ib1은 서브넷 B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의 경우 워크시트에서 적절한 값을 대체합니다.

▪ 타겟 IQN> = 스토리지 배열 타겟 IQN입니다

▪ Target Port IP> = 지정된 대상 포트에 구성된 IP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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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ler A Port 1

iscsiadm -m node --target <Target IQN> -I iface-ib0 -p <Target Port IP\>

-l -o new

# Controller B Port 1

iscsiadm -m node --target <Target IQN> -I iface-ib0 -p <Target Port IP\>

-l -o new

# Controller A Port 2

iscsiadm -m node --target <Target IQN> -I iface-ib1 -p <Target Port IP\>

-l -o new

# Controller B Port 2

iscsiadm -m node --target <Target IQN> -I iface-ib1 -p <Target Port IP\>

-l -o new

6. iSCSI 세션에 로그인합니다.

각 세션에 대해 iscsiadm 명령을 실행하여 세션에 로그인합니다.

# Controller A Port 1

iscsiadm -m node --target <Target IQN> -I iface-ib0 -p <Target Port IP\>

-l

# Controller B Port 1

iscsiadm -m node --target <Target IQN> -I iface-ib0 -p <Target Port IP\>

-l

# Controller A Port 2

iscsiadm -m node --target <Target IQN> -I iface-ib1 -p <Target Port IP\>

-l

# Controller B Port 2

iscsiadm -m node --target <Target IQN> -I iface-ib1 -p <Target Port IP\>

-l

7. iSER/iSCSI 세션을 확인합니다.

a. 호스트에서 iSCSI 세션 상태를 확인합니다.

iscsiadm -m session

b. 스토리지에서 iSCSI 세션 상태를 확인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스토리지 어레이 * > * iSER * >

* 보기/종료 세션 * 으로 이동합니다.

OFED/RDMA 서비스가 시작되면 iSER 커널 모듈은 iSCSI 서비스가 실행 중일 때 기본적으로 로드됩니다. iSER 연결
설정을 완료하려면 iSER 모듈을 로드해야 합니다. 현재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호스트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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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션 및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Linux 호스트가 처음 LUN을 검색할 때 새 LUN에 파티션이나 파일 시스템이 없으므로 LUN을
사용하려면 먼저 LUN을 포맷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LUN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호스트에서 검색된 LUN입니다.

• 사용 가능한 디스크 목록입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를 보려면 /dev/mapper 폴더에서 "ls"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GPT(GUID Partition Table) 또는 MBR(Master Boot Record)을 사용하여 디스크를 기본 디스크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ext4 같은 파일 시스템으로 LUN을 포맷합니다.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는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계

1. 'sanlun lun show -p' 명령을 실행하여 매핑된 디스크의 SCSI ID를 검색합니다.

SCSI ID는 3부터 시작하는 33자의 16진수 문자열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이름이 활성화되면 장치 매퍼(Device

Mapper)는 SCSI ID가 아닌 mpath로 디스크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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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lun lun show -p

                E-Series Array: ictm1619s01c01-

SRP(60080e50002908b40000000054efb9d2)

                   Volume Name:

               Preferred Owner: Controller in Slot B

                 Current Owner: Controller in Slot B

                          Mode: RDAC (Active/Active)

                       UTM LUN: None

                           LUN: 116

                      LUN Size:

                       Product: E-Series

                   Host Device:

mpathr(360080e50004300ac000007575568851d)

              Multipath Policy: round-robin 0

            Multipath Provider: Native

--------- ---------- ------- ------------

----------------------------------------------

host      controller                      controller

path      path       /dev/   host         target

state     type       node    adapter      port

--------- ---------- ------- ------------

----------------------------------------------

up        secondary  sdcx    host14       A1

up        secondary  sdat    host10       A2

up        secondary  sdbv    host13       B1

2. Linux OS 릴리스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새 파티션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파티션을 식별하는 문자는 SCSI ID(예: 숫자 1 또는 P3)에 추가됩니다.

# parted -a optimal -s --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

mklabel

gpt mkpart primary ext4 0% 100%

3.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은 선택한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 mkfs.ext4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1

4. 새 파티션을 마운트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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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dir /mnt/ext4

5. 파티션을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1 /mnt/ext4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액세스를 확인합니다

볼륨을 사용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볼륨에 데이터를 쓰고 다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초기화된 볼륨입니다.

단계

1. 호스트에서 하나 이상의 파일을 디스크의 마운트 지점으로 복사합니다.

2. 파일을 원래 디스크의 다른 폴더로 다시 복사합니다.

3. "IFF" 명령을 실행하여 복사된 파일을 원본과 비교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복사한 파일 및 폴더를 제거합니다.

IB 구성을 통해 iSER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고 인쇄한 다음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Infiniband 스토리지
구성 정보에 iSER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호스트 식별자입니다

소프트웨어 이니시에이터 IQN은 작업 중에 결정됩니다. 스토리지 연결 호스트에 대한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각 호스트에서 이니시에이터 IQN을 찾아 문서화합니다. 소프트웨어 이니시에이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IQN은
/etc/iscsi/initiatorname.iscsi 파일에 있습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 포트 연결 소프트웨어 이니시에이터 IQN입니다

1 호스트(이니시에이터) 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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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 포트 연결 소프트웨어 이니시에이터 IQN입니다

해당 없음

권장 구성

권장 구성은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2개와 타겟 포트 4개로 구성됩니다.

타겟 IQN입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대상 IQN을 기록합니다. 에서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연결 호스트에 대한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SANtricity: * 스토리지 배열 * > * iSER * > * 설정 관리 * 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 IQN 이름을 찾습니다. 이 정보는
전송 대상 검색을 지원하지 않는 운영 체제에서 iSER 세션을 생성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스토리지 이름입니다 타겟 IQN입니다

6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네트워크 구성

InfiniBand 패브릭의 호스트 및 스토리지에 사용할 네트워크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지침에서는 두 개의 서브넷이 완전한
이중화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항목에서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연결 호스트에 대한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서브넷 A

사용할 서브넷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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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주소 넷마스크

스토리지 포트와 각 호스트 포트에서 사용할 IQN을 기록합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포트 연결 IQN을 선택합니다

3 스위치 _해당 사항 없음 _

5 컨트롤러 A, 포트 1

4 컨트롤러 B, 포트 1

2 호스트 1, 포트 1

(선택 사항) 호스트 2, 포트 1

서브넷 B

사용할 서브넷을 정의합니다.

네트워크 주소 넷마스크

스토리지 포트와 각 호스트 포트에서 사용할 IQN을 기록합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포트 연결 IQN을 선택합니다

8 스위치 _해당 사항 없음 _

10 컨트롤러 A, 포트 2

9 컨트롤러 B, 포트 2

7 호스트 1, 포트 2

(선택 사항) 호스트 2, 포트 2

호스트 이름 매핑 중

매핑 호스트 이름은 워크플로우 중에 생성됩니다.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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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Band를 통한 SRP 설정

Linux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 계획을 생성한 다음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IMT)

을 사용하여 전체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

1. 로 이동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2. 솔루션 검색 * 타일을 클릭합니다.

3. 메뉴: 프로토콜 [SAN 호스트] 영역에서 * E-Series SAN 호스트 * 옆에 있는 * 추가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조건 구체화 보기 * 를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 구체화 섹션이 표시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적용되는 프로토콜과 운영 체제, NetApp OS 및 호스트 다중
경로 드라이버와 같은 구성의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 기준을 선택한 다음 어떤 호환 구성 요소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6. 필요한 경우 도구에 규정된 운영 체제 및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화살표를 클릭하여 지원되는 구성 보기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HCP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관리 스테이션과 스토리지 어레이 간의 통신을 구성하려면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것

스토리지 관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설치 및 구성된 DHCP 서버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1개의 컨트롤러(단일) 또는 2개의 컨트롤러(이중)가 있으며, 각 컨트롤러에는 2개의 스토리지
관리 포트가 있습니다. 각 관리 포트에는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다음 지침은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스토리지 배열(이중 구성)을 나타냅니다.

단계

1. 아직 연결하지 않은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관리 스테이션과 각 컨트롤러(A 및 B)의 관리 포트 1에 연결하십시오.

DHCP 서버는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두 컨트롤러 중 하나에서 관리 포트 2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포트 2는 NetApp 기술 담당자가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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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거나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면 DHCP는 IP

주소를 다시 할당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고정 IP 주소가 구성될 때까지 수행됩니다.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30초 이내에 DHCP 할당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기본 IP 주소가 설정됩니다:

◦ 컨트롤러 A, 포트 1: 169.254.128.101

◦ 컨트롤러 B, 포트 1: 169.254.128.102

◦ 서브넷 마스크: 255.255.0.0

2. 각 컨트롤러 뒷면에서 MAC 주소 레이블을 찾은 다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대한 MAC

주소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MAC 주소가 필요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호스트 포트 GUID를 확인하고 권장 설정을 지정합니다

InfiniBand-diags 패키지에는 각 InfiniBand(IB) 포트의 GUID(Globally Unique ID)를 표시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패키지를 통해 지원되는 OFED/RDMA의 대부분의 Linux

배포판에는 HCA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명령이 포함된 InfiniBand-DIAG 패키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계

1. 를 설치합니다 infiniband-diags 운영 체제의 패키지 관리 명령을 사용하여 패키지를 만듭니다.

2. 'ibstat' 명령어를 실행하여 포트 정보를 출력한다.

3. 에 이니시에이터의 GUID를 기록합니다 SRP 워크시트.

4. HBA 유틸리티에서 적절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구성에 대한 적절한 설정이 의 메모 열에 나열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서브넷 관리자를 구성합니다

서브넷 관리자는 스위치나 호스트의 환경에서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호스트 측에서 실행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설정합니다.

서브넷 관리자를 구성하기 전에 InfiniBand-diags 패키지를 설치하여 를 통해 GUID(Globally Unique

ID)를 얻어야 합니다 ibstat -p 명령. 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포트 GUID를 확인하고 권장 설정을
지정합니다 InfiniBand-diags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1. 서브넷 관리자를 실행할 모든 호스트에 OpenSM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2. ibstat -p 명령을 사용하여 HBA 포트의 GUID0 및 GUID1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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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stat -p

0x248a070300a80a80

0x248a070300a80a81

3. 부팅 프로세스의 일부로 한 번 실행되는 서브넷 관리자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 vim /usr/sbin/subnet-manager.sh

4. 다음 행을 추가합니다. 2단계에서 찾은 값을 로 대체합니다 GUID0 및 GUID1. 용 P0 및 `P1`에서 서브넷 관리자
우선 순위를 사용합니다. 1은 가장 낮고 15는 가장 높습니다.

#!/bin/bash

opensm -B -g <GUID0> -p <P0> -f /var/log/opensm-ib0.log

opensm -B -g <GUID1> -p <P1> -f /var/log/opensm-ib1.log

값 대체를 사용하는 명령의 예:

#!/bin/bash

opensm -B -g 0x248a070300a80a80 -p 15 -f /var/log/opensm-ib0.log

opensm -B -g 0x248a070300a80a81 -p 1 -f /var/log/opensm-ib1.log

5. 이름이 인 시스템 서비스 유닛 파일을 생성합니다 subnet-manager.service.

# vim /etc/systemd/system/subnet-manager.service

6. 다음 행을 추가합니다.

[Unit]

Description=systemd service unit file for subnet manager

[Service]

Type=forking

ExecStart=/bin/bash /usr/sbin/subnet-manager.sh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7. 시스템에 새 서비스를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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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ctl daemon-reload

8. 를 활성화하고 시작합니다 subnet-manager 서비스.

# systemctl enable subnet-manager.service

# systemctl start subnet-manager.service

Linux Host Utilities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Linux Unified Host Utilities 패키지에는 페일오버 정책과 물리적 경로를 비롯하여 NetApp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계

1. 를 사용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설치할 Unified Host Utilities의 적절한 버전을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각 구성 내의 열에 버전이 나열됩니다.

2. 에서 Unified Host Utilities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또는 SANtricity SMdevices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통합 호스트 유틸리티 도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Mdevices 유틸리티는 SMutils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Mutils

패키지는 호스트가 스토리지 배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유틸리티 모음입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설치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Mcli용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설치(SANtricity 소프트웨어 버전 11.53 이하)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스테이션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는 추가 관리 작업을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와 I/O 경로를 통해 호스트 구성
정보를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로 푸시하는 Host Context Agent를 포함합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6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SANtricity

보안 CLI(SMcli)는 SANtricity OS에 포함되어 있으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SMcli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의 _CLI(명령줄 인터페이스)_다운로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것

•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전 버전.

•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권한을 수정합니다.

•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 사항이 있는 SANtricity Storage Manager 클라이언트용 시스템:

◦ RAM *: Java Runtime Engine용 2GB

◦ * 디스크 공간 *: 5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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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아키텍처 *: 지원되는 운영 체제 버전 및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데이터 호스트에 Linux를 사용할 때 Windows와 Linux가 모두 공통 관리 스테이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Windows 및 Linux OS 플랫폼 모두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계

1. 에서 SANtricity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2. SANtricit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Windows 리눅스

SMIA*.exe 설치 패키지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a. SMIA*.BIN 설치 패키지가 있는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b. temp 마운트 지점에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
'IATEMPDIR' 변수를 설정합니다. 예:

"IATEMPDIR=/root./SMIA-LINUXX64-

11.25.0A00.0002.BIN"

c. 파일에 대한 실행 권한을 부여하려면 "chmod + x

SMIA *.bin" 명령을 실행합니다.

d. './SMIA *.BIN' 명령어를 실행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관리 스테이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고 설치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설치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에 내장된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시스템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대역 외 관리.

•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가 포함된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기 위한 관리 스테이션입니다.

브라우저 최소 버전

Google Chrome 79

Microsoft Internet Explorer를 참조하십시오 11

Microsoft Edge를 참조하십시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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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최소 버전

Mozilla Firefox 70

사파리 12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를 열거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마법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고, 다음 중 _ 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 풀 및 볼륨 그룹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 감지된 워크로드가 없습니다.

• 알림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단계

1. 브라우저에서 'https://<DomainNameOrIPAddress>` URL을 입력합니다

IPAddress는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 중 하나의 주소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처음 열면 관리자 암호 설정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는 관리자, 지원, 보안 및 모니터링의 네 가지 로컬 역할을 구성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역할에는
추측할 수 없는 임의의 암호가 있습니다. admin 역할의 암호를 설정한 후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로컬 사용자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 암호 설정 및 암호 확인 필드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System Manager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암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풀, 볼륨 그룹, 워크로드 또는 알림이 없는 경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 하드웨어(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수를 확인합니다. 어레이에
이름을 할당합니다.

◦ * 호스트 및 운영 체제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이 액세스할 수 있는 호스트 및 운영 체제 유형을 확인합니다.

◦ * 풀 수락 * — 빠른 설치 방법에 대해 권장되는 풀 구성을 수락합니다. 풀은 드라이브의 논리적 그룹입니다.

◦ * 경고 구성 * — 스토리지 배열에 문제가 발생하면 System Manager가 자동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AutoSupport 활성화 * — 스토리지 어레이의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디스패치를
보냅니다.

4. 볼륨을 아직 생성하지 않은 경우 Storage [Volumes > Create > Volume] 메뉴로 이동하여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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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

시스템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RHEL(Red Hat) 호스트의 경우 "rpm -q device-mapper-multipath"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LES 호스트의 경우 'rpm-q multipath-tools’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영 체제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 운영 체제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매체를 사용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물리적 경로 중 하나가 중단되는 경우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가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합니다.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는 스토리지에 대한 활성 물리적 경로를 나타내는 단일 가상 장치를 운영 체제에 제공합니다. 또한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는 가상 장치를 업데이트하는 페일오버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Linux 설치에 DM-MP(Device Mapper MultiPath) 툴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DM-MP는 RHEL 및 SLES에서
비활성화됩니다. 호스트에서 DM-MP 구성 요소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단계

1. multipath.conf 파일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 '#touch/etc/multipath.conf' 명령을 실행합니다.

2. multipath.conf 파일을 비워 두고 기본 다중 경로 설정을 사용합니다.

3. 다중 경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systemctl start multipathd

4. uname -r 명령을 실행하여 커널 버전을 저장합니다.

# uname -r

3.10.0-327.el7.x86_64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5. 를 활성화합니다 multipathd 부팅 시 데몬

systemctl enable multipathd

6. /boot 디렉토리에서 "initramfs" 이미지 또는 "initrd" 이미지를 재생성합니다.

dracut --force --add multipath

7. 부팅 구성 파일에서 새로 생성된 /boot/initrams- * 이미지 또는 /boot/initrd- * 이미지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grub의 경우 '/boot/grub/menu.lst’이고 grub2의 경우 '/boot/grub2/menu.cf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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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를 사용합니다 "호스트를 수동으로 생성합니다" 호스트가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온라인 도움말의
절차입니다. 각 호스트 유형 설정이 에서 수집한 커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자동 로드 밸런싱은 커널 3.9 이하를 실행하는 호스트에 매핑된 볼륨에 대해 비활성화됩니다.

1. 호스트를 재부팅합니다.

multipath.conf 파일을 설정합니다

multipath.conf 파일은 multipath daemon, multipathd의 구성 파일입니다.

multipath.conf 파일은 multipathd에 대한 기본 제공 구성 테이블보다 우선합니다.

SANtricity 운영 체제 8.30 이상의 경우 NetApp은 제공된 기본 설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tc/multipath.conf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구성 - Infiniband를 통한 SRP

구성에 Infiniband를 통한 SRP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경우 이 섹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필요한 것

Linux 호스트를 스토리지 어레이에 연결하려면 적절한 옵션을 사용하여 InfiniBand 드라이버 스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정 설정은 Linux 배포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를 확인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특정 지침 및
해당 솔루션에 대한 추가 권장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1. OS용 OFED/RDMA 드라이버 스택을 설치합니다.

◦ SLES *

zypper install rdma-core

RHEL *

yum install rdma-core

2. SRP 모듈을 로드하도록 OFED/RDMA를 구성합니다.

◦ SLES *

zypper install srp_daemon

RH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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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 install srp_daemon

3. OFED/RDMA 설정 파일에서 'RP_LOAD=yes’와 'RP_daemon_enable=yes’를 설정한다.

RDMA 구성 파일은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etc/rdma/rdma.conf

4. OFED/RDMA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작합니다.

◦ RHEL 7.x 및 SLES 12.x 이상 *

▪ 부팅 시 InfiniBand 모듈을 로드하도록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systemctl enable rdma

▪ InfiniBand 모듈을 즉시 로드하려면 다음을 따르십시오.

systemctl start rdma

5. SRP 데몬을 활성화합니다.

◦ RHEL 7.x 및 SLES 12 이상 *

▪ SRP 데몬이 부팅 시 시작되도록 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systemctl enable srp_daemon

▪ SRP 데몬을 즉시 시작하려면

systemctl start srp_daemon

6. SRP 구성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etc/modprobe.d/IB_SRP.conf’를 생성합니다.

options ib_srp cmd_sg_entries=255 allow_ext_sg=y

indirect_sg_entries=2048

a. '/etc/srp_daemon.conf' 아래에 다음 줄을 추가합니다.

a    max_sect=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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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션 및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Linux 호스트가 처음 LUN을 검색할 때 새 LUN에 파티션이나 파일 시스템이 없으므로 LUN을
사용하려면 먼저 LUN을 포맷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LUN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호스트에서 검색된 LUN입니다.

• 사용 가능한 디스크 목록입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를 보려면 /dev/mapper 폴더에서 "ls"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GPT(GUID Partition Table) 또는 MBR(Master Boot Record)을 사용하여 디스크를 기본 디스크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ext4 같은 파일 시스템으로 LUN을 포맷합니다.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는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계

1. 'sanlun lun show -p' 명령을 실행하여 매핑된 디스크의 SCSI ID를 검색합니다.

SCSI ID는 3부터 시작하는 33자의 16진수 문자열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이름이 활성화되면 장치 매퍼(Device

Mapper)는 SCSI ID가 아닌 mpath로 디스크를 보고합니다.

171



# sanlun lun show -p

                E-Series Array: ictm1619s01c01-

SRP(60080e50002908b40000000054efb9d2)

                   Volume Name:

               Preferred Owner: Controller in Slot B

                 Current Owner: Controller in Slot B

                          Mode: RDAC (Active/Active)

                       UTM LUN: None

                           LUN: 116

                      LUN Size:

                       Product: E-Series

                   Host Device:

mpathr(360080e50004300ac000007575568851d)

              Multipath Policy: round-robin 0

            Multipath Provider: Native

--------- ---------- ------- ------------

----------------------------------------------

host      controller                      controller

path      path       /dev/   host         target

state     type       node    adapter      port

--------- ---------- ------- ------------

----------------------------------------------

up        secondary  sdcx    host14       A1

up        secondary  sdat    host10       A2

up        secondary  sdbv    host13       B1

2. Linux OS 릴리스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새 파티션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파티션을 식별하는 문자는 SCSI ID(예: 숫자 1 또는 P3)에 추가됩니다.

# parted -a optimal -s --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

mklabel

gpt mkpart primary ext4 0% 100%

3.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은 선택한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 mkfs.ext4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1

4. 새 파티션을 마운트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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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dir /mnt/ext4

5. 파티션을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mapper/360080e5000321bb8000092b1535f887a1 /mnt/ext4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액세스를 확인합니다

볼륨을 사용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볼륨에 데이터를 쓰고 다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초기화된 볼륨입니다.

단계

1. 호스트에서 하나 이상의 파일을 디스크의 마운트 지점으로 복사합니다.

2. 파일을 원래 디스크의 다른 폴더로 다시 복사합니다.

3. "IFF" 명령을 실행하여 복사된 파일을 원본과 비교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복사한 파일 및 폴더를 제거합니다.

IB 구성을 통해 SRP를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InfiniBand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통해 SRP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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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식별자입니다

이니시에이터 GUID는 작업에서 결정됩니다. 호스트 포트 GUID를 확인하고 권장 설정을 지정합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접속입니다

GUID

1 호스트 _해당 사항 없음 _

3 스위치 _해당 사항 없음 _

4 타겟(스토리지 어레이) _해당 사항 없음 _

2 호스트 포트 1에서 IB 스위치 1로("A"

경로)

5 호스트 포트 2에서 IB 스위치 2로("B"

경로)

권장 구성

권장 구성은 2개의 이니시에이터 포트와 4개의 타겟 포트로 구성됩니다.

호스트 이름 매핑 중

매핑 호스트 이름은 워크플로우 중에 생성됩니다.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NVMe over InfiniBand 설정

Linux 지원을 확인하고 제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Linux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호스트 및 복구 제한도
검토해야 합니다.

Linux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 계획을 생성한 다음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IMT) 을 사용하여 전체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

1. 로 이동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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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루션 검색 * 타일을 클릭합니다.

3. 메뉴: 프로토콜 [SAN 호스트] 영역에서 * E-Series SAN 호스트 * 옆에 있는 * 추가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조건 구체화 보기 * 를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 구체화 섹션이 표시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적용되는 프로토콜과 운영 체제, NetApp OS 및 호스트 다중
경로 드라이버와 같은 구성의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 기준을 선택한 다음 어떤 호환 구성 요소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6. 필요한 경우 도구에 규정된 운영 체제 및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화살표를 클릭하여 지원되는 구성 보기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nfiniBand를 통한 NVMe 제한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InfiniBand를 통해 NVMe를 사용하기 전에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최신 컨트롤러, 호스트
및 복구 제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스토리지 및 재해 복구 제한 사항

• 비동기식 및 동기식 미러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씬 프로비저닝(씬 볼륨 생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DHCP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관리 스테이션과 스토리지 어레이 간의 통신을 구성하려면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것

스토리지 관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설치 및 구성된 DHCP 서버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1개의 컨트롤러(단일) 또는 2개의 컨트롤러(이중)가 있으며, 각 컨트롤러에는 2개의 스토리지
관리 포트가 있습니다. 각 관리 포트에는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다음 지침은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스토리지 배열(이중 구성)을 나타냅니다.

단계

1. 아직 연결하지 않은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관리 스테이션과 각 컨트롤러(A 및 B)의 관리 포트 1에 연결하십시오.

DHCP 서버는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두 컨트롤러 중 하나에서 관리 포트 2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포트 2는 NetApp 기술 담당자가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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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거나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면 DHCP는 IP

주소를 다시 할당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고정 IP 주소가 구성될 때까지 수행됩니다.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30초 이내에 DHCP 할당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기본 IP 주소가 설정됩니다:

◦ 컨트롤러 A, 포트 1: 169.254.128.101

◦ 컨트롤러 B, 포트 1: 169.254.128.102

◦ 서브넷 마스크: 255.255.0.0

2. 각 컨트롤러 뒷면에서 MAC 주소 레이블을 찾은 다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대한 MAC

주소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MAC 주소가 필요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SMcli용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설치(SANtricity 소프트웨어 버전 11.53 이하)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스테이션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는 추가 관리 작업을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와 I/O 경로를 통해 호스트 구성
정보를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로 푸시하는 Host Context Agent를 포함합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6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SANtricity

보안 CLI(SMcli)는 SANtricity OS에 포함되어 있으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SMcli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의 _CLI(명령줄 인터페이스)_다운로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것

•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전 버전.

•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권한을 수정합니다.

•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 사항이 있는 SANtricity Storage Manager 클라이언트용 시스템:

◦ RAM *: Java Runtime Engine용 2GB

◦ * 디스크 공간 *: 5GB

◦ * OS/아키텍처 *: 지원되는 운영 체제 버전 및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데이터 호스트에 Linux를 사용할 때 Windows와 Linux가 모두 공통 관리 스테이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Windows 및 Linux OS 플랫폼 모두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계

1. 에서 SANtricity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2. SANtricit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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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리눅스

SMIA*.exe 설치 패키지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a. SMIA*.BIN 설치 패키지가 있는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b. temp 마운트 지점에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
'IATEMPDIR' 변수를 설정합니다. 예:

"IATEMPDIR=/root./SMIA-LINUXX64-

11.25.0A00.0002.BIN"

c. 파일에 대한 실행 권한을 부여하려면 "chmod + x

SMIA *.bin" 명령을 실행합니다.

d. './SMIA *.BIN' 명령어를 실행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관리 스테이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고 설치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설치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에 내장된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시스템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대역 외 관리.

•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가 포함된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기 위한 관리 스테이션입니다.

브라우저 최소 버전

Google Chrome 79

Microsoft Internet Explorer를 참조하십시오 11

Microsoft Edge를 참조하십시오 79

Mozilla Firefox 70

사파리 12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를 열거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마법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고, 다음 중 _ 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 풀 및 볼륨 그룹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 감지된 워크로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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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단계

1. 브라우저에서 'https://<DomainNameOrIPAddress>` URL을 입력합니다

IPAddress는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 중 하나의 주소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처음 열면 관리자 암호 설정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는 관리자, 지원, 보안 및 모니터링의 네 가지 로컬 역할을 구성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역할에는
추측할 수 없는 임의의 암호가 있습니다. admin 역할의 암호를 설정한 후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로컬 사용자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 암호 설정 및 암호 확인 필드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System Manager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암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풀, 볼륨 그룹, 워크로드 또는 알림이 없는 경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 하드웨어(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수를 확인합니다. 어레이에
이름을 할당합니다.

◦ * 호스트 및 운영 체제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이 액세스할 수 있는 호스트 및 운영 체제 유형을 확인합니다.

◦ * 풀 수락 * — 빠른 설치 방법에 대해 권장되는 풀 구성을 수락합니다. 풀은 드라이브의 논리적 그룹입니다.

◦ * 경고 구성 * — 스토리지 배열에 문제가 발생하면 System Manager가 자동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AutoSupport 활성화 * — 스토리지 어레이의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디스패치를
보냅니다.

4. 볼륨을 아직 생성하지 않은 경우 Storage [Volumes > Create > Volume] 메뉴로 이동하여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포트 GUID를 확인하고 권장 설정을 지정합니다

InfiniBand-diags 패키지에는 각 InfiniBand(IB) 포트의 GUID(Globally Unique ID)를 표시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패키지를 통해 지원되는 OFED/RDMA의 대부분의 Linux

배포판에는 HCA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명령이 포함된 InfiniBand-DIAG 패키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계

1. 를 설치합니다 infiniband-diags 운영 체제의 패키지 관리 명령을 사용하여 패키지를 만듭니다.

2. 'ibstat' 명령어를 실행하여 포트 정보를 출력한다.

3. 에 이니시에이터의 GUID를 기록합니다 SRP 워크시트.

4. HBA 유틸리티에서 적절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구성에 대한 적절한 설정이 의 메모 열에 나열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178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mysupport.netapp.com/matrix


서브넷 관리자를 구성합니다

서브넷 관리자는 스위치나 호스트의 환경에서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호스트 측에서 실행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설정합니다.

서브넷 관리자를 구성하기 전에 InfiniBand-diags 패키지를 설치하여 를 통해 GUID(Globally Unique

ID)를 얻어야 합니다 ibstat -p 명령. 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포트 GUID를 확인하고 권장 설정을
지정합니다 InfiniBand-diags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1. 서브넷 관리자를 실행할 모든 호스트에 OpenSM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2. 'ibstat -p' 명령을 사용하여 HCA 포트의 GUID0 및 GUID1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ibstat -p

0x248a070300a80a80

0x248a070300a80a81

3. 부팅 프로세스의 일부로 한 번 실행되는 서브넷 관리자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 vim /usr/sbin/subnet-manager.sh

4. 다음 행을 추가합니다. 2단계에서 찾은 값을 로 대체합니다 GUID0 및 GUID1. 용 P0 및 `P1`에서 서브넷 관리자
우선 순위를 사용합니다. 1은 가장 낮고 15는 가장 높습니다.

#!/bin/bash

opensm -B -g <GUID0> -p <P0> -f /var/log/opensm-ib0.log

opensm -B -g <GUID1> -p <P1> -f /var/log/opensm-ib1.log

값 대체를 사용하는 명령의 예:

#!/bin/bash

opensm -B -g 0x248a070300a80a80 -p 15 -f /var/log/opensm-ib0.log

opensm -B -g 0x248a070300a80a81 -p 1 -f /var/log/opensm-ib1.log

5. 이름이 인 시스템 서비스 유닛 파일을 생성합니다 subnet-manager.service.

# vim /etc/systemd/system/subnet-manager.service

6. 다음 행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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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Description=systemd service unit file for subnet manager

[Service]

Type=forking

ExecStart=/bin/bash /usr/sbin/subnet-manager.sh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7. 시스템에 새 서비스를 알립니다.

# systemctl daemon-reload

8. 를 활성화하고 시작합니다 subnet-manager 서비스.

# systemctl enable subnet-manager.service

# systemctl start subnet-manager.service

호스트 측에서 InfiniBand를 통해 NVMe를 설정합니다

InfiniBand 환경에서 NVMe 이니시에이터를 구성하려면 InfiniBand, NVMe-CLI 및 RDMA

패키지 설치 및 구성, 이니시에이터 IP 주소 구성, 호스트에 NVMe-oF 계층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것

호환되는 최신 RHEL 7, RHEL 8, RHEL 9,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2 또는 15 서비스 팩 운영 체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최신 요구 사항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단계

1. RDMA, NVMe-CLI 및 InfiniBand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 SLES 12 또는 SLES 15 *

# zypper install infiniband-diags

# zypper install rdma-core

# zypper install nvme-cli

RHEL 7, RHEL 8 또는 RHEL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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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 install infiniband-diags

# yum install rdma-core

# yum install nvme-cli

2. RHEL 8 또는 RHEL 9의 경우 네트워크 스크립트를 설치합니다.

RHEL 8 *

# yum install network-scripts

RHEL 9 *

# yum install NetworkManager-initscripts-updown

3. RHEL 7의 경우 활성화합니다 ipoib. /etc/RDMA/RDMA.conf 파일을 편집하고 로드할 항목을 수정합니다

ipoib:

IPOIB_LOAD=yes

4. 호스트를 스토리지에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호스트 NQN을 가져옵니다.

# cat /etc/nvme/hostnqn

5. 두 IB 포트 링크가 작동 중인지, State=Active 인지 확인합니다.

# ib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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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mlx4_0'

        CA type: MT4099

        Number of ports: 2

        Firmware version: 2.40.7000

        Hardware version: 1

        Node GUID: 0x0002c90300317850

        System image GUID: 0x0002c90300317853

        Port 1:

                State: Active

                Physical state: LinkUp

                Rate: 40

                Base lid: 4

                LMC: 0

                SM lid: 4

                Capability mask: 0x0259486a

                Port GUID: 0x0002c90300317851

                Link layer: InfiniBand

        Port 2:

                State: Active

                Physical state: LinkUp

                Rate: 56

                Base lid: 5

                LMC: 0

                SM lid: 4

                Capability mask: 0x0259486a

                Port GUID: 0x0002c90300317852

                Link layer: InfiniBand

6. IB 포트에서 IPv4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 SLES 12 또는 SLES 15 *

다음 내용으로 /etc/sysconfig/network/ifcfg-ib0 파일을 생성합니다.

BOOTPROTO='static'

BROADCAST=

ETHTOOL_OPTIONS=

IPADDR='10.10.10.100/24'

IPOIB_MODE='connected'

MTU='65520'

NAME=

NETWORK=

REMOTE_IPADDR=

STARTMODE='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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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etc/sysconfig/network/ifcfg-ib1 파일을 생성합니다.

BOOTPROTO='static'

BROADCAST=

ETHTOOL_OPTIONS=

IPADDR='11.11.11.100/24'

IPOIB_MODE='connected'

MTU='65520'

NAME=

NETWORK=

REMOTE_IPADDR=

STARTMODE='auto'

RHEL 7 또는 RHEL 8 *

다음 내용으로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ib0 파일을 생성합니다.

CONNECTED_MODE=no

TYPE=InfiniBand

PROXY_METHOD=none

BROWSER_ONLY=no

BOOTPROTO=static

IPADDR='10.10.10.100/24'

DEFROUTE=no

IPV4=FAILURE_FATAL=yes

IPV6INIT=no

NAME=ib0

ONBOOT=yes

그런 다음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ib1 파일을 생성합니다.

CONNECTED_MODE=no

TYPE=InfiniBand

PROXY_METHOD=none

BROWSER_ONLY=no

BOOTPROTO=static

IPADDR='11.11.11.100/24'

DEFROUTE=no

IPV4=FAILURE_FATAL=yes

IPV6INIT=no

NAME=ib1

ONBOOT=yes

RHEL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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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합니다 nmtui 도구를 사용하여 연결을 활성화하고 편집합니다. 다음은 예제 파일입니다

/etc/NetworkManager/system-connections/ib0.nmconnection 이 도구는 다음을 생성합니다.

[connection]

id=ib0

uuid=<unique uuid>

type=infiniband

interface-name=ib0

[infiniband]

mtu=4200

[ipv4]

address1=10.10.10.100/24

method=manual

[ipv6]

addr-gen-mode=default

method=auto

[proxy]

다음은 예제 파일입니다 /etc/NetworkManager/system-connections/ib1.nmconnection 이
도구는 다음을 생성합니다.

[connection]

id=ib1

uuid=<unique uuid>

type=infiniband

interface-name=ib1

[infiniband]

mtu=4200

[ipv4]

address1=11.11.11.100/24'

method=manual

[ipv6]

addr-gen-mode=default

method=auto

[p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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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B"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합니다.

# ifup ib0

# ifup ib1

8. 어레이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ib0과 ib1 모두에 대해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 ip addr show ib0

# ip addr show ib1

아래 예에서와 같이 ib0의 IP 주소는 10.10.255입니다.

10: ib0: <BROADCAST,MULTICAST,UP,LOWER_UP> mtu 65520 qdisc pfifo_fast

state UP group default qlen 256

    link/infiniband

80:00:02:08:fe:80:00:00:00:00:00:00:00:02:c9:03:00:31:78:51 brd

00:ff:ff:ff:ff:12:40:1b:ff:ff:00:00:00:00:00:00:ff:ff:ff:ff

    inet 10.10.10.255 brd 10.10.10.255 scope global ib0

       valid_lft forever preferred_lft forever

    inet6 fe80::202:c903:31:7851/64 scope link

       valid_lft forever preferred_lft forever

아래 예에서와 같이 ib1의 IP 주소는 11.11.11.255입니다.

10: ib1: <BROADCAST,MULTICAST,UP,LOWER_UP> mtu 65520 qdisc pfifo_fast

state UP group default qlen 256

    link/infiniband

80:00:02:08:fe:80:00:00:00:00:00:00:00:02:c9:03:00:31:78:51 brd

00:ff:ff:ff:ff:12:40:1b:ff:ff:00:00:00:00:00:00:ff:ff:ff:ff

    inet 11.11.11.255 brd 11.11.11.255 scope global ib0

       valid_lft forever preferred_lft forever

    inet6 fe80::202:c903:31:7851/64 scope link

       valid_lft forever preferred_lft forever

9. 호스트에서 NVMe-oF 계층을 설정합니다. /etc/modules-load.d/ 아래에 다음 파일을 만들어 "NVMe-RDMA" 커널
모듈을 로드하고 재부팅 후에도 커널 모듈이 항상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cat /etc/modules-load.d/nvme-rdma.conf

  nvme-rdma

"NVMe-RDMA" 커널 모듈이 로드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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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mod | grep nvme

nvme_rdma              36864  0

nvme_fabrics           24576  1 nvme_rdma

nvme_core             114688  5 nvme_rdma,nvme_fabrics

rdma_cm               114688  7

rpcrdma,ib_srpt,ib_srp,nvme_rdma,ib_iser,ib_isert,rdma_ucm

ib_core               393216  15

rdma_cm,ib_ipoib,rpcrdma,ib_srpt,ib_srp,nvme_rdma,iw_cm,ib_iser,ib_umad,

ib_isert,rdma_ucm,ib_uverbs,mlx5_ib,qedr,ib_cm

t10_pi                 16384  2 sd_mod,nvme_core

InfiniBand 연결을 통해 스토리지 어레이 NVMe 구성

컨트롤러에 InfiniBand 포트를 통한 NVMe가 포함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각 포트의 IP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에서 * Hardware * 를 선택합니다.

2.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클릭합니다.

그래픽이 변경되어 드라이브 대신 컨트롤러가 표시됩니다.

3. 구성할 NVMe over InfiniBand 포트가 있는 컨트롤러를 클릭합니다.

컨트롤러의 상황에 맞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4. Configure NVMe over InfiniBand ports * 를 선택합니다.

Configure NVMe over InfiniBand ports 옵션은 System Manager가 컨트롤러에서 NVMe over

InfiniBand 포트를 감지할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InfiniBand 포트를 통한 NVMe 구성 *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5. 드롭다운 목록에서 구성할 HIC 포트를 선택한 다음 포트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6. 구성 * 을 클릭합니다.

7. 사용할 다른 HIC 포트에 대해 5-6단계를 반복합니다.

호스트에서 스토리지를 검색하고 연결합니다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각 호스트를 정의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타겟 컨트롤러 포트를
검색한 다음 NVMe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단계

1.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경로에 대해 NVMe-oF 타겟의 사용 가능한 서브시스템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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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me discover -t rdma -a target_ip_address

이 명령에서 target_ip_address는 target 포트의 IP 주소입니다.

"NVMe 검색" 명령은 호스트 액세스에 관계없이 하위 시스템의 모든 컨트롤러 포트를 검색합니다.

# nvme discover -t rdma -a 10.10.10.100

 Discovery Log Number of Records 2, Generation counter 0

 =====Discovery Log Entry 0======

 trtype:  rdma

 adrfam:  ipv4

 subtype: nvme subsystem

 treq:    not specified

 portid:  0

 trsvcid: 4420

 subnqn:  nqn.1992-08.com.netapp:5700.600a098000af41580000000058ed54be

 traddr: 10.10.10.100

 rdma_prtype: infiniband

 rdma_qptype: connected

 rdma_cms:    rdma-cm

 rdma_pkey: 0x0000

=====Discovery Log Entry 1======

 trtype:  rdma

 adrfam:  ipv4

 subtype: nvme subsystem

 treq:    not specified

 portid:  1

 trsvcid: 4420

 subnqn:  nqn.1992-08.com.netapp:5700.600a098000af41580000000058ed54be

 traddr: 11.11.11.100

 rdma_prtype: infiniband

 rdma_qptype: connected

 rdma_cms:    rdma-cm

 rdma_pkey: 0x0000

2. 다른 모든 연결에도 1단계를 반복합니다.

3. "NVMe connect -t RDMA -n discovered_sub_nqn -a target_ip_address -Q queue_depth_setting -l

controller_loss_timeout_period" 명령을 사용하여 첫 번째 경로에서 검색된 하위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위의 명령은 재부팅 후에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NVMe 연결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재부팅 후
NVMe connect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

NVMe 연결은 시스템 재부팅 또는 컨트롤러의 연장 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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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가 액세스할 수 없는 검색된 포트에 대한 연결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여 포트 번호를 지정하면 연결이 실패합니다. 기본 포트는 연결에 대해 설정된
유일한 포트입니다.

권장 대기열 길이 설정은 1024입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Q 1024'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여 128의
기본 설정을 1024로 재정의합니다.

권장 컨트롤러 손실 시간 제한 시간(초)은 60분(3600초)입니다. 다음 예와 같이 '-l 3600'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여 기본 설정인 600초를 3600초로 재정의합니다.

# nvme connect -t rdma -a 10.10.10.100 -n nqn.1992-

08.com.netapp:5700.600a098000af41580000000058ed54be -Q 1024 -l 3600

4. 현재 연결된 NVMe 장치의 목록을 보려면 "NVMe list"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아래 예에서는 nvme0n1입니다.

 # nvme list

 Node          SN            Model             Namespace

 -------------------------------------------------------

 /dev/nvme0n1  021648023161  NetApp E-Series      1

Usage                 Format           FW Rev

--------------------------------------------------------------

5.37 GB /5.37 GB      512 B + 0 B      0842XXXX

5. 두 번째 경로에서 검색된 하위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 nvme connect -t rdma -a 11.11.11.100 -n nqn.1992-

08.com.netapp:5700.600a098000af41580000000058ed54be -Q 1024 -l 3600

6. Linux 'lsblk' 및 'grep' 명령을 사용하여 각 블록 디바이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표시합니다.

 # lsblk | grep nvme

 nvme0n1    259:0    0     5G  0 disk

 nvme1n1    259:0    0     5G  0 disk

7. 현재 연결된 NVMe 장치의 새 목록을 보려면 "NVMe list"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아래 예에서는 nvme0n1,

nvme0n1입니다.

188



 # nvme list

 Node          SN            Model                   Namespace

 -------------------------------------------------------------

 /dev/nvme0n1  021648023161  NetApp E-Series          1

 /dev/nvme1n1  021648023161  NetApp E-Series          1

Usage                 Format           FW Rev

--------------------------------------------------------------

5.37 GB /5.37 GB          512 B + 0 B      0842XXXX

5.37 GB /5.37 GB          512 B + 0 B      0842XXXX

호스트를 정의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호스트를 정의합니다.

호스트 정의는 스토리지 배열에 연결된 호스트를 알려 주는 단계 중 하나이며 볼륨에 대한 I/O

액세스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호스트를 정의할 때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호스트와 연결된 호스트 식별자 포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 호스트에 할당된 시스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선택한 이름이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이 작업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 이름의 길이는 3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호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2. MENU: Create [Host] 를 클릭합니다.

Create Host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필요에 따라 호스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설정 설명

이름 새 호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SANtricity 11.60 이상용 * Linux *

• * Linux DM-MP(커널 3.10 이상) * - SANtricity

11.60 이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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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입니다 사용할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호스트 포트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I/O 인터페이스 * 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포트가 로그인한 경우 목록에서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 * 수동 추가 *

호스트 포트가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호스트에서
/etc/NVMe/hostnqn을 보고 hostnqn 식별자를
찾아 호스트 정의에 연결합니다.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etc/NVMe/hostnqn 파일(한 번에 하나씩)에서 *

호스트 포트 * 필드로 복사/붙여넣기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와 연결하려면 한 번에 하나의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추가해야 하지만 호스트와 연결된
식별자를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식별자는 *

호스트 포트 * 필드에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옆에
있는 * X * 를 선택하여 식별자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결과

호스트가 성공적으로 생성되면 SANtricity System Manager는 호스트에 대해 구성된 각 호스트 포트에 대한 기본
이름을 생성합니다.

기본 별칭은 "<Hostname_Port Number>"입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IPT에 대해 생성된 첫 번째 포트의 기본 별칭은
IPT_1입니다.

볼륨을 할당합니다

I/O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볼륨(네임스페이스)을 할당해야
합니다. 이 할당은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스토리지 배열의 하나 이상의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볼륨을 할당할 때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한 번에 하나의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만 볼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할당된 볼륨은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간에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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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볼륨에 액세스하는 데 동일한 네임스페이스 ID(NSID)를 두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유한 NSID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볼륨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 모든 볼륨이 할당됩니다.

• 볼륨이 이미 다른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볼륨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 유효한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가 없습니다.

• 모든 볼륨 할당이 정의되었습니다.

할당되지 않은 모든 볼륨이 표시되지만 DA(Data Assurance)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호스트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DA 지원 호스트의 경우 DA 사용 또는 DA 사용 안 함 볼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A를 사용할 수 없는 호스트의 경우 DA를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을 선택하면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볼륨의 DA를 해제해야 한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호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볼륨을 할당할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선택한 다음 * 볼륨 할당 * 을 클릭합니다.

할당할 수 있는 모든 볼륨이 나열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특정 볼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열을 정렬하거나
* Filter * (필터 *) 상자에 원하는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할당할 각 볼륨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표 머리글에서 확인란을 선택하여 모든 볼륨을 선택합니다.

4. 작업을 완료하려면 * 배정 * 을 클릭하십시오.

결과

볼륨이나 볼륨을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성공적으로 할당한 후 시스템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할당된 볼륨은 다음으로 사용 가능한 NSID를 받습니다. 호스트는 NSID를 사용하여 볼륨에 액세스합니다.

• 사용자 제공 볼륨 이름이 호스트에 연결된 볼륨 목록에 나타납니다.

호스트에 표시되는 볼륨을 표시합니다

SMdevices 툴을 사용하여 호스트에 현재 표시된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NVMe-CLI

패키지의 일부이며 'NVMe list' 명령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eries 볼륨에 대한 각 NVMe 경로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NVMe NetApp SMdevices[-o<format>]'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출력 '<format>'은(는) 정상(-o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값), 열 또는 json이 될 수 있습니다.

191



# nvme netapp smdevices

/dev/nvme1n1,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2, NSID 1, Volume

ID 000015bd5903df4a00a0980000af4462, Controller A,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1n2,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3, NSID 2, Volume

ID 000015c05903e24000a0980000af4462, Controller A,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1n3,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4, NSID 4, Volume

ID 00001bb0593a46f400a0980000af4462, Controller A,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1n4,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6, NSID 6, Volume

ID 00001696593b424b00a0980000af4112, Controller A,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2n1,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2, NSID 1, Volume

ID 000015bd5903df4a00a0980000af4462, Controller B,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2n2,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3, NSID 2, Volume

ID 000015c05903e24000a0980000af4462, Controller B,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2n3,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4, NSID 4, Volume

ID 00001bb0593a46f400a0980000af4462, Controller B,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2n4,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6, NSID 6, Volume

ID 00001696593b424b00a0980000af4112, Controller B, Access State unknown,

2.15GB

대체 작동 설정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호스트에서 장애 조치를 실행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시스템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RHEL(Red Hat) 호스트의 경우 "rpm -q device-mapper-multipath"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LES 호스트의 경우 'rpm-q multipath-tools’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SLES 또는 RHEL의 GA 버전에서 다중
경로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업데이트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RHEL 7 및 SLES 12는 NVMe over Infiniband를 사용할 때 다중 경로에 DMMP(Device Mapper Multipath)를
사용합니다. RHEL 8, RHEL9 및 SLES 15에서 기본 제공되는 NVMe 페일오버를 사용합니다. 실행 중인 OS에 따라
올바르게 실행하려면 다중 경로의 일부 추가 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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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L 7 또는 SLES 12에 대해 장치 매퍼 다중 경로(DMMP)를 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DM-MP는 RHEL 및 SLES에서 비활성화됩니다. 호스트에서 DM-MP 구성 요소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단계

1. 다음 예에 표시된 대로 NVMe E-Series 장치 항목을 /etc/multipath.conf 파일의 devices 섹션에 추가합니다.

devices {

        device {

                vendor "NVME"

                product "NetApp E-Series*"

                path_grouping_policy group_by_prio

                failback immediate

                no_path_retry 30

        }

}

2. 시스템 부팅 시 시작되도록 'multipid’를 구성합니다.

# systemctl enable multipathd

3.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멀티페이드’를 시작합니다.

# systemctl start multipathd

4. '멀티페이드' 상태를 확인하여 활성 상태이고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systemctl status multipathd

기본 NVMe 다중 경로를 사용하여 RHEL 8 설정

기본 NVMe Multipathing은 RHEL 8에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아래 단계를 사용하여 활성화해야 합니다.

1. 기본 NVMe 다중 경로를 켜기 위해 'modprobe' 규칙을 설정합니다.

# echo "options nvme_core multipath=y" >> /etc/modprobe.d/50-

nvme_core.conf

2. 새로운 'modprobe' 파라미터로 initramfs를 다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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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cut -f

3. 서버를 재부팅하여 기본 NVMe 경로 다중화가 활성화된 상태로 전환합니다.

# reboot

4. 호스트를 부팅한 후 기본 NVMe 경로 다중화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at /sys/module/nvme_core/parameters/multipath

a. 명령 출력이 N인 경우 기본 NVMe Multipathing은 여전히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b. 명령 출력이 Y인 경우 기본 NVMe 다중경로 기능이 활성화되고 발견한 모든 NVMe 장치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SLES 15 및 RHEL 9의 경우 기본 NVMe 다중 경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추가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상 장치 타겟에 NVMe 볼륨에 액세스합니다

사용 중인 OS 및 확장 경로 다중화 방법에 따라 디바이스 타겟에 대한 입출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RHEL 7 및 SLES 12의 경우, I/O는 Linux 호스트가 가상 장치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DM-MP는 이러한 가상 타겟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경로를 관리합니다.

가상 디바이스는 입출력 타겟입니다

물리적 디바이스 경로가 아닌 DM-MP에서 생성한 가상 디바이스에만 입출력을 실행해야 합니다. 물리적 경로에 대한
입출력을 실행하는 경우 DM-MP가 페일오버 이벤트를 관리할 수 없으며 입출력이 실패합니다.

/dev/mapper의 dm 장치 또는 'symlink’를 통해 이러한 블록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dev/dm-1

/dev/mapper/eui.00001bc7593b7f5f00a0980000af4462

예제 출력

다음 "NVMe list" 명령의 출력 예에서는 호스트 노드 이름과 네임스페이스 ID의 상관 관계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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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SN           MODEL           NAMESPACE

/dev/nvme1n1 021648023072 NetApp E-Series 10

/dev/nvme1n2 021648023072 NetApp E-Series 11

/dev/nvme1n3 021648023072 NetApp E-Series 12

/dev/nvme1n4 021648023072 NetApp E-Series 13

/dev/nvme2n1 021648023151 NetApp E-Series 10

/dev/nvme2n2 021648023151 NetApp E-Series 11

/dev/nvme2n3 021648023151 NetApp E-Series 12

/dev/nvme2n4 021648023151 NetApp E-Series 13

열 설명

'노드 노드 이름은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nvme1은 컨트롤러 A를 나타내고 nvme2는 컨트롤러
B를 나타냅니다

• n1, n2 등의 표기법은 호스트 관점에서 네임스페이스
식별자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식별자는 표에서
반복되고 컨트롤러 A는 한 번, 컨트롤러 B는 한 번
반복됩니다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 열에는 스토리지 배열 관점에서 사용되는
식별자인 네임스페이스 ID(NSID)가 나열됩니다.

다음 '멀티패스-ll' 출력에서는 최적화 경로가 프리오 값 50으로 표시되고 최적화되지 않은 경로는 프리오 값 10으로
표시됩니다.

Linux 운영체제는 'Status=active’로 표시된 경로 그룹에 대한 I/O를 라우팅하고, 'Status=enabled’로 나열된 경로
그룹은 페일오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i.00001bc7593b7f500a0980000af4462 dm-0 NVME,NetApp E-Series

size=15G features='1 queue_if_no_path' hwhandler='0' wp=rw

|-+- policy='service-time 0' prio=50 status=active

| `- #:#:#:# nvme1n1 259:5 active ready running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enabled

  `- #:#:#:# nvme2n1 259:9  active ready running

eui.00001bc7593b7f5f00a0980000af4462 dm-0 NVME,NetApp E-Series

size=15G features='1 queue_if_no_path' hwhandler='0' wp=rw

|-+- policy='service-time 0' prio=0 status=enabled

| `- #:#:#:# nvme1n1 259:5 failed faulty running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active

  `- #:#:#:# nvme2n1 259:9  active ready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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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항목 설명

' policy='service-time 0' prio=50 status=active 이 선과 다음 줄은 NSID가 10인 namespace인
nvme1n1이 prio 값 50과 active의 '상태' 값으로 경로에
최적화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는 컨트롤러 A에서 소유합니다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enabled' 이 선은 네임스페이스 10의 페일오버 경로를 보여 주며,

프리오 값이 10이고 '상태' 값이 '활성화됨’인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I/O가 이 경로의 네임스페이스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는 컨트롤러 B에서 소유합니다

' policy='service-time 0' prio=0 status=enabled' 이 예제는 컨트롤러 A가 재부팅되는 동안 다른 시점의
'멀티패스-ll' 출력을 보여줍니다. 네임스페이스 10의
경로는 프리오 값이 0이고 '상태' 값이 '활성화됨’인 실패한
실행 경로로 표시됩니다.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active 활성 경로는 nvme2를 가리키므로 I/O는 이 경로를 통해
컨트롤러 B로 리디렉션됩니다

물리적 NVMe 장치 타겟에 NVMe 볼륨에 액세스합니다

사용 중인 OS 및 확장 경로 다중화 방법에 따라 디바이스 타겟에 대한 입출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RHEL 8, RHEL 9 및 SLES 15의 경우, I/O는 Linux 호스트가 물리적 NVMe 장치 타겟으로 지정합니다. 기본 NVMe

다중 경로 솔루션은 호스트에서 표시되는 분명한 단일 물리적 장치의 물리적 경로를 관리합니다.

물리적 NVMe 장치는 I/O 타겟입니다

의 링크에 대한 I/O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dev/disk/by-id/nvme-eui.[uuid#] 물리적 NVMe 장치

경로로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dev/nvme[subsys#]n[id#]. 이러한 두 위치 간의 링크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ls /dev/disk/by-id/ -l

lrwxrwxrwx 1 root root 13 Oct 18 15:14 nvme-

eui.0000320f5cad32cf00a0980000af4112 -> ../../nvme0n1

I/O가 에 실행됩니다 /dev/disk/by-id/nvme-eui.[uuid#] 을 통해 직접 전달됩니다

/dev/nvme[subsys#]n[id#] 기본 NVMe 다중 경로 솔루션을 사용하여 모든 경로를 이 경로 아래에서
가상화했습니다.

다음을 실행하여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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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me list-subsys

예제 출력:

nvme-subsys0 - NQN=nqn.1992-

08.com.netapp:5700.600a098000a522500000000589aa8a6

\

+- nvme0 rdma traddr=192.4.21.131 trsvcid=4420 live

+- nvme1 rdma traddr=192.4.22.141 trsvcid=4420 live

'NVMe list -Subsys' 명령을 사용할 때 물리적 NVMe 장치를 지정하면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경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 nvme list-subsys /dev/nvme0n1

nvme-subsys0 - NQN=nqn.1992-

08.com.netapp:5700.600a098000af44620000000058d5dd96

\

 +- nvme0 rdma traddr=192.168.130.101 trsvcid=4420 live non-optimized

 +- nvme1 rdma traddr=192.168.131.101 trsvcid=4420 live non-optimized

 +- nvme2 rdma traddr=192.168.130.102 trsvcid=4420 live optimized

 +- nvme3 rdma traddr=192.168.131.102 trsvcid=4420 live optimized

또한 다중 경로 명령에 후크를 사용하여 기본 페일오버를 위한 경로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multipath -ll

경로 정보를 보려면 /etc/multipath.conf에서 다음을 설정해야 합니다.

defaults {

        enable_foreign nvme

}

예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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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0000a0335c05d57a00a0980000a5229d [nvme]:nvme0n9 NVMe,Netapp E-

Series,08520001

size=4194304 features='n/a' hwhandler='ANA' wp=rw

|-+- policy='n/a' prio=50 status=optimized

| `- 0:0:1 nvme0c0n1 0:0 n/a optimized    live

`-+- policy='n/a' prio-10 status=non-optimized

`- 0:1:1 nvme0c1n1 0:0 n/a non-optimized    live

파일 시스템 생성(RHEL 7 및 SLES 12)

RHEL 7 및 SLES 12의 경우 네임스페이스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단계

1. '/dev/mapper/dm' 디바이스 목록을 가져오려면 'multipath -ll' 명령을 실행합니다.

# multipath -ll

이 명령의 결과는 dm-19와 dm-16이라는 두 가지 장치를 보여 줍니다.

eui.00001ffe5a94ff8500a0980000af4444 dm-19 NVME,NetApp E-Series

size=10G features='1 queue_if_no_path' hwhandler='0' wp=rw

|-+- policy='service-time 0' prio=50 status=active

| |- #:#:#:# nvme0n19 259:19  active ready running

| `- #:#:#:# nvme1n19 259:115 active ready running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enabled

  |- #:#:#:# nvme2n19 259:51  active ready running

  `- #:#:#:# nvme3n19 259:83  active ready running

eui.00001fd25a94fef000a0980000af4444 dm-16 NVME,NetApp E-Series

size=16G features='1 queue_if_no_path' hwhandler='0' wp=rw

|-+- policy='service-time 0' prio=50 status=active

| |- #:#:#:# nvme0n16 259:16  active ready running

| `- #:#:#:# nvme1n16 259:112 active ready running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enabled

  |- #:#:#:# nvme2n16 259:48  active ready running

  `- #:#:#:# nvme3n16 259:80  active ready running

2. 각 '/dev/mapper/eui -' 디바이스의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은 선택한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예에서는 ext4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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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fs.ext4 /dev/mapper/dm-19

mke2fs 1.42.11 (09-Jul-2014)

Creating filesystem with 2620928 4k blocks and 655360 inodes

Filesystem UUID: 97f987e9-47b8-47f7-b434-bf3ebbe826d0

Superblock backups stored on blocks:

        32768, 98304, 163840, 229376, 294912, 819200, 884736, 1605632

Allocating group tables: done

Writing inode tables: done

Creating journal (32768 blocks): done

Writing superblocks and filesystem accounting information: done

3. 새 디바이스를 마운트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 mkdir /mnt/ext4

4. 디바이스를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mapper/eui.00001ffe5a94ff8500a0980000af4444 /mnt/ext4

파일 시스템 생성(RHEL 8, RHEL 9, SLES 15)

RHEL 8, RHEL 9, SLES 15의 경우 네이티브 NVMe 장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단계

1. 를 실행합니다 multipath -ll NVMe 장치 목록을 가져오는 명령입니다.

# multipath -ll

이 명령의 결과는 와 연결된 장치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v/disk/by-id/nvme-eui.[uuid#]

위치. 아래 예에서는 입니다 /dev/disc/by-id/nvme-eui.000082dd5c05d39300a0980000a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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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000082dd5c05d39300a0980000a52225 [nvme]:nvme0n6 NVMe,NetApp E-

Series,08520000

size=4194304 features='n/a' hwhandler='ANA' wp=rw

|-+- policy='n/a' prio=50 status=optimized

| `- 0:0:1 nvme0c0n1 0:0 n/a optimized     live

|-+- policy='n/a' prio=50 status=optimized

| `- 0:1:1 nvme0c1n1 0:0 n/a optimized     live

|-+- policy='n/a' prio=10 status=non-optimized

| `- 0:2:1 nvme0c2n1 0:0 n/a non-optimized live

`-+- policy='n/a' prio=10 status=non-optimized

  `- 0:3:1 nvme0c3n1 0:0 n/a non-optimized live

2. 위치를 사용하여 원하는 NVMe 장치의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dev/disk/by-id/nvme-

eui.[id#].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은 선택한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예에서는 ext4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mkfs.ext4 /dev/disk/by-id/nvme-eui.000082dd5c05d39300a0980000a52225

mke2fs 1.42.11 (22-Oct-2019)

Creating filesystem with 2620928 4k blocks and 655360 inodes

Filesystem UUID: 97f987e9-47b8-47f7-b434-bf3ebbe826d0

Superblock backups stored on blocks:

        32768, 98304, 163840, 229376, 294912, 819200, 884736, 1605632

Allocating group tables: done

Writing inode tables: done

Creating journal (32768 blocks): done

Writing superblocks and filesystem accounting information: done

3. 새 디바이스를 마운트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 mkdir /mnt/ext4

4. 디바이스를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disk/by-id/nvme-eui.000082dd5c05d39300a0980000a52225

/mnt/ext4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액세스를 확인합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네임스페이스에 데이터를 쓰고 다시 읽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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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초기화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단계

1. 호스트에서 하나 이상의 파일을 디스크의 마운트 지점으로 복사합니다.

2. 파일을 원래 디스크의 다른 폴더로 다시 복사합니다.

3. "IFF" 명령을 실행하여 복사된 파일을 원본과 비교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복사한 파일 및 폴더를 제거합니다.

NVMe over IB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NVMe over InfiniBand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호스트 식별자입니다

소프트웨어 이니시에이터 NQN은 작업 중에 결정됩니다.

각 호스트에서 이니시에이터 NQN을 찾아 문서화합니다. NQN은 일반적으로 /etc/NVMe/hostnqn 파일에 있습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 포트 연결 호스트 NQN

1 호스트(이니시에이터) 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권장 구성

직접 연결 토폴로지에서는 하나 이상의 호스트가 서브시스템에 직접 연결됩니다. SANtricity OS 11.50 릴리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호스트에서 하위 시스템 컨트롤러로의 단일 연결을 지원합니다. 이 구성에서는 각 호스트의 HCA(호스트
채널 어댑터) 포트 1개가 연결된 E-Series 컨트롤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어야 하지만 다른 HCA 포트와 다른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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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NQN

스토리지 배열의 대상 NQN을 기록합니다. 에서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InfiniBand 연결을 통해 스토리지 어레이 NVMe

구성.

SANtricity: * 스토리지 어레이 * > * NVMe over Infiniband * > * 설정 관리 * 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 NQN

이름을 찾습니다. 이 정보는 전송 대상 검색을 지원하지 않는 운영 체제에서 NVMe over InfiniBand 세션을 생성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스토리지 이름입니다 타겟 IQN입니다

6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네트워크 구성

InfiniBand 패브릭의 호스트 및 스토리지에 사용할 네트워크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지침에서는 두 개의 서브넷이 완전한
이중화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항목에서 사용합니다. InfiniBand 연결을 통해 스토리지
어레이 NVM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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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넷 A

사용할 서브넷을 정의합니다.

네트워크 주소 넷마스크

스토리지 포트 및 각 호스트 포트에서 사용할 NQN을 기록합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포트 연결 NQN

3 스위치 _해당 사항 없음 _

5 컨트롤러 A, 포트 1

4 컨트롤러 B, 포트 1

2 호스트 1, 포트 1

(선택 사항) 호스트 2, 포트 1

서브넷 B

사용할 서브넷을 정의합니다.

네트워크 주소 넷마스크

스토리지 포트와 각 호스트 포트에서 사용할 IQN을 기록합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포트 연결 NQN

8 스위치 _해당 사항 없음 _

10 컨트롤러 A, 포트 2

9 컨트롤러 B, 포트 2

7 호스트 1, 포트 2

(선택 사항) 호스트 2, 포트 2

호스트 이름 매핑 중

매핑 호스트 이름은 워크플로우 중에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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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NVMe over RoCE 설정

Linux 지원을 확인하고 제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Linux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스위치, 호스트 및 복구 제한도
검토해야 합니다.

Linux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 계획을 생성한 다음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IMT) 을 사용하여 전체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

1. 로 이동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2. 솔루션 검색 * 타일을 클릭합니다.

3. 메뉴: 프로토콜 [SAN 호스트] 영역에서 * E-Series SAN 호스트 * 옆에 있는 * 추가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조건 구체화 보기 * 를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 구체화 섹션이 표시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적용되는 프로토콜과 운영 체제, NetApp OS 및 호스트 다중
경로 드라이버와 같은 구성의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 기준을 선택한 다음 어떤 호환 구성 요소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6. 필요한 경우 도구에 규정된 운영 체제 및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화살표를 클릭하여 지원되는 구성 보기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VMe over RoCE 제한 확인

NVMe over RoCE를 사용하기 전에 을(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최신 컨트롤러, 호스트 및
복구 제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스위치 제한

* 데이터 손실 위험. * NVMe over RoCE 환경에서 데이터 손실 위험을 제거하려면 스위치의 글로벌
일시 중지 컨트롤과 함께 흐름 제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및 재해 복구 제한 사항

• 비동기식 및 동기식 미러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씬 프로비저닝(씬 볼륨 생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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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P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관리 스테이션과 스토리지 어레이 간의 통신을 구성하려면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것

스토리지 관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설치 및 구성된 DHCP 서버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1개의 컨트롤러(단일) 또는 2개의 컨트롤러(이중)가 있으며, 각 컨트롤러에는 2개의 스토리지
관리 포트가 있습니다. 각 관리 포트에는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다음 지침은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스토리지 배열(이중 구성)을 나타냅니다.

단계

1. 아직 연결하지 않은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관리 스테이션과 각 컨트롤러(A 및 B)의 관리 포트 1에 연결하십시오.

DHCP 서버는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두 컨트롤러 중 하나에서 관리 포트 2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포트 2는 NetApp 기술 담당자가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거나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면 DHCP는 IP

주소를 다시 할당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고정 IP 주소가 구성될 때까지 수행됩니다.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30초 이내에 DHCP 할당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기본 IP 주소가 설정됩니다:

◦ 컨트롤러 A, 포트 1: 169.254.128.101

◦ 컨트롤러 B, 포트 1: 169.254.128.102

◦ 서브넷 마스크: 255.255.0.0

2. 각 컨트롤러 뒷면에서 MAC 주소 레이블을 찾은 다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대한 MAC

주소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MAC 주소가 필요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SMcli용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설치(SANtricity 소프트웨어 버전 11.53 이하)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스테이션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는 추가 관리 작업을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와 I/O 경로를 통해 호스트 구성
정보를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로 푸시하는 Host Context Agent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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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ricity 소프트웨어 11.6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SANtricity

보안 CLI(SMcli)는 SANtricity OS에 포함되어 있으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SMcli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의 _CLI(명령줄 인터페이스)_다운로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것

•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전 버전.

•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권한을 수정합니다.

•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 사항이 있는 SANtricity Storage Manager 클라이언트용 시스템:

◦ RAM *: Java Runtime Engine용 2GB

◦ * 디스크 공간 *: 5GB

◦ * OS/아키텍처 *: 지원되는 운영 체제 버전 및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데이터 호스트에 Linux를 사용할 때 Windows와 Linux가 모두 공통 관리 스테이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Windows 및 Linux OS 플랫폼 모두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계

1. 에서 SANtricity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2. SANtricit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Windows 리눅스

SMIA*.exe 설치 패키지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a. SMIA*.BIN 설치 패키지가 있는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b. temp 마운트 지점에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
'IATEMPDIR' 변수를 설정합니다. 예:

"IATEMPDIR=/root./SMIA-LINUXX64-

11.25.0A00.0002.BIN"

c. 파일에 대한 실행 권한을 부여하려면 "chmod + x

SMIA *.bin" 명령을 실행합니다.

d. './SMIA *.BIN' 명령어를 실행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관리 스테이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고 설치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설치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에 내장된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시스템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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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

• 대역 외 관리.

•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가 포함된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기 위한 관리 스테이션입니다.

브라우저 최소 버전

Google Chrome 79

Microsoft Internet Explorer를 참조하십시오 11

Microsoft Edge를 참조하십시오 79

Mozilla Firefox 70

사파리 12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를 열거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마법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고, 다음 중 _ 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 풀 및 볼륨 그룹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 감지된 워크로드가 없습니다.

• 알림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단계

1. 브라우저에서 'https://<DomainNameOrIPAddress>` URL을 입력합니다

IPAddress는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 중 하나의 주소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처음 열면 관리자 암호 설정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는 관리자, 지원, 보안 및 모니터링의 네 가지 로컬 역할을 구성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역할에는
추측할 수 없는 임의의 암호가 있습니다. admin 역할의 암호를 설정한 후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로컬 사용자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 암호 설정 및 암호 확인 필드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System Manager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암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풀, 볼륨 그룹, 워크로드 또는 알림이 없는 경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 하드웨어(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수를 확인합니다. 어레이에
이름을 할당합니다.

◦ * 호스트 및 운영 체제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이 액세스할 수 있는 호스트 및 운영 체제 유형을 확인합니다.

◦ * 풀 수락 * — 빠른 설치 방법에 대해 권장되는 풀 구성을 수락합니다. 풀은 드라이브의 논리적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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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 구성 * — 스토리지 배열에 문제가 발생하면 System Manager가 자동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AutoSupport 활성화 * — 스토리지 어레이의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디스패치를
보냅니다.

4. 볼륨을 아직 생성하지 않은 경우 Storage [Volumes > Create > Volume] 메뉴로 이동하여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NVMe over RoCE에 대한 공급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에는 구성 지시문과 코드 업데이트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손실 위험. * NVMe over RoCE 환경에서 데이터 손실 위험을 제거하려면 스위치의 글로벌
일시 중지 컨트롤과 함께 흐름 제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단계

1. 모범 사례 구성으로 이더넷 중지 프레임 흐름 제어 * 엔드 투 엔드 * 를 활성화합니다.

2. 사용자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성을 선택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호스트 측에서 NVMe over RoCE를 설정합니다

RoCE 환경의 NVMe 이니시에이터 구성에는 RDMA 코어 및 NVMe-CLI 패키지 설치 및 구성,

이니시에이터 IP 주소 구성, 호스트에 NVMe-oF 계층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것

호환되는 최신 RHEL 7, RHEL 8, RHEL 9,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2 또는 15 서비스 팩 운영 체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최신 요구 사항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단계

1. RDMA 및 NVMe-CLI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 SLES 12 또는 SLES 15 *

# zypper install rdma-core

# zypper install nvme-cli

RHEL 7, RHEL 8 및 RHEL 9 *

# yum install rdma-core

# yum install nvme-cli

2. RHEL 8 및 RHEL 9의 경우 네트워크 스크립트를 설치합니다.

RHEL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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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 install network-scripts

RHEL 9 *

# yum install NetworkManager-initscripts-updown

3. 호스트를 스토리지에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호스트 NQN을 가져옵니다.

# cat /etc/nvme/hostnqn

4. NVMe over RoCE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이더넷 포트에서 IPv4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 해당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변수가 포함된 구성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서버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변수에는 IPADDR, Gateway

등이 있다. 다음은 SLES 및 RHEL의 예제 지침입니다.

◦ SLES 12 및 SLES 15 *

다음 내용으로 예제 파일 '/etc/sysconfig/network/ifcfg-eth4’를 생성합니다.

BOOTPROTO='static'

BROADCAST=

ETHTOOL_OPTIONS=

IPADDR='192.168.1.87/24'

GATEWAY='192.168.1.1'

MTU=

NAME='MT27800 Family [ConnectX-5]'

NETWORK=

REMOTE_IPADDR=

STARTMODE='auto'

그런 다음 예제 파일 '/etc/sysconfig/network/ifcfg-eth5’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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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PROTO='static'

BROADCAST=

ETHTOOL_OPTIONS=

IPADDR='192.168.2.87/24'

GATEWAY='192.168.2.1'

MTU=

NAME='MT27800 Family [ConnectX-5]'

NETWORK=

REMOTE_IPADDR=

STARTMODE='auto'

RHEL 7 또는 RHEL 8 *

다음 내용으로 예제 파일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eth4’를 생성합니다.

BOOTPROTO='static'

BROADCAST=

ETHTOOL_OPTIONS=

IPADDR='192.168.1.87/24’

GATEWAY='192.168.1.1'

MTU=

NAME='MT27800 Family [ConnectX-5]'

NETWORK=

REMOTE_IPADDR=

STARTMODE='auto'

그런 다음 예제 파일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eth5’를 생성합니다.

BOOTPROTO='static'

BROADCAST=

ETHTOOL_OPTIONS=

IPADDR='192.168.2.87/24'

GATEWAY='192.168.2.1'

MTU=

NAME='MT27800 Family [ConnectX-5]'

NETWORK=

REMOTE_IPADDR=

STARTMODE='auto'

RHEL 9 *

를 사용합니다 nmtui 도구를 사용하여 연결을 활성화하고 편집합니다. 다음은 예제 파일입니다

/etc/NetworkManager/system-connections/eth4.nmconnection 이 도구는 다음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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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id=eth4

uuid=<unique uuid>

type=ethernet

interface-name=eth4

[ethernet]

mtu=4200

[ipv4]

address1=192.168.1.87/24

method=manual

[ipv6]

addr-gen-mode=default

method=auto

[proxy]

다음은 예제 파일입니다 /etc/NetworkManager/system-connections/eth5.nmconnection 이
도구는 다음을 생성합니다.

[connection]

id=eth5

uuid=<unique uuid>

type=ethernet

interface-name=eth5

[ethernet]

mtu=4200

[ipv4]

address1=192.168.2.87/24

method=manual

[ipv6]

addr-gen-mode=default

method=auto

[proxy]

5.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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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up eth4

# ifup eth5

6. 호스트에서 NVMe-oF 계층을 설정합니다. 다음 파일을 '/etc/modules-load.d/'에서 생성하여 NVMe-RDMA 커널
모듈을 로드하고 재부팅 후에도 커널 모듈이 항상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cat /etc/modules-load.d/nvme-rdma.conf

  nvme-rdma

"NVMe-RDMA" 커널 모듈이 로드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lsmod | grep nvme

nvme_rdma              36864  0

nvme_fabrics           24576  1 nvme_rdma

nvme_core             114688  5 nvme_rdma,nvme_fabrics

rdma_cm               114688  7

rpcrdma,ib_srpt,ib_srp,nvme_rdma,ib_iser,ib_isert,rdma_ucm

ib_core               393216  15

rdma_cm,ib_ipoib,rpcrdma,ib_srpt,ib_srp,nvme_rdma,iw_cm,ib_iser,ib_umad,

ib_isert,rdma_ucm,ib_uverbs,mlx5_ib,qedr,ib_cm

t10_pi                 16384  2 sd_mod,nvme_core

스토리지 어레이 NVMe over RoCE 연결을 구성합니다

컨트롤러에 NVMe over RoCE(RDMA over Converged Ethernet)에 대한 연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드웨어 페이지 또는 SANtricity System Manager의 시스템 페이지에서 NVMe 포트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컨트롤러의 NVMe over RoCE 호스트 포트. 그렇지 않으면 System Manager에서 NVMe over RoCE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호스트 연결의 IP 주소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NVMe over RoCE 구성은 * 하드웨어 * 페이지 또는 메뉴: 설정 [시스템] 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하드웨어 페이지에서 포트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NVMe over RoCE 설정 및 기능은 스토리지 어레이의 컨트롤러에 NVMe over RoCE 포트가 포함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단계

1.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에서 * Hardware *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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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할 NVMe over RoCE 포트가 있는 컨트롤러를 클릭합니다.

컨트롤러의 상황에 맞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3. RoCE 포트를 통한 NVMe 구성 * 을 선택합니다.

RoCE 포트를 통한 NVMe 구성 *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4. 드롭다운 목록에서 구성할 포트를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5. 사용할 포트 구성 설정을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모든 포트 설정을 보려면 대화 상자 오른쪽에 있는 * 추가 포트 설정 표시 * 링크를 클릭합니다.

포트 설정 설명

이더넷 포트 속도를 구성했습니다 원하는 속도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옵션은 네트워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속도(예:

10Gbps)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협상

• 10Gbps

• 25Gbps

• 40Gbps

• 50Gbps

• 100Gbps

• 200Gbps

200GB 가능 HIC를 QSFP 56 케이블로
연결한 경우 Mellanox 스위치 및/또는
어댑터에 연결하는 경우에만 자동
협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NVMe over RoCE 포트 속도는
선택한 포트에서 SFP의 속도 기능과
일치해야 합니다. 모든 포트는 동일한
속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IPv4 및/또는 IPv6 사용 을 설정합니다 IPv4 및 IPv6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하나 또는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MTU 크기(* 추가 포트 설정 표시 * 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

필요한 경우 MTU(Maximum Transmission Unit)에
대한 새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입력합니다. 기본 MTU

크기는 프레임당 1500바이트입니다. 1500 ~ 4200

사이의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IPv4 사용 * 을 선택한 경우 * 다음 * 을 클릭하면 IPv4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IPv6 사용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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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경우 * 다음 * 을 클릭하면 IPv6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한 경우
IPv4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먼저 열리고 * 다음 * 을 클릭하면 IPv6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6. IPv4 및/또는 IPv6 설정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모든 포트 설정을 보려면 대화 상자 오른쪽에 있는 * 추가
설정 표시 * 링크를 클릭합니다.

포트 설정 설명

DHCP 서버에서 자동으로 구성을 가져옵니다 구성을 자동으로 가져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수동으로 정적 설정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 필드에 정적 주소를 입력합니다.

IPv4의 경우 네트워크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를
포함합니다. IPv6의 경우 라우팅 가능한 IP 주소와
라우터 IP 주소를 포함합니다.

라우팅 가능한 IP 주소가 하나만 있는
경우 나머지 주소를 0:0:0:0:0:0:0:0으로
설정합니다.

VLAN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추가 설정 표시 * 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

이 옵션은 iSCSI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VMe over RoCE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더넷 우선 순위 활성화(* 추가 설정 표시 * 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

이 옵션은 iSCSI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VMe over RoCE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마침 * 을 클릭합니다.

호스트에서 스토리지를 검색하고 연결합니다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각 호스트를 정의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타겟 컨트롤러 포트를
검색한 다음 NVMe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단계

1.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경로에 대해 NVMe-oF 타겟의 사용 가능한 서브시스템을 검색합니다.

nvme discover -t rdma -a target_ip_address

이 명령에서 target_ip_address는 target 포트의 IP 주소입니다.

"NVMe 검색" 명령은 호스트 액세스에 관계없이 하위 시스템의 모든 컨트롤러 포트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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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me discover -t rdma -a 192.168.1.77

Discovery Log Number of Records 2, Generation counter 0

=====Discovery Log Entry 0======

trtype:  rdma

adrfam:  ipv4

subtype: nvme subsystem

treq:    not specified

portid:  0

trsvcid: 4420

subnqn:  nqn.1992-08.com.netapp:5700.600a098000a527a7000000005ab3af94

traddr:  192.168.1.77

rdma_prtype: roce

rdma_qptype: connected

rdma_cms:    rdma-cm

rdma_pkey: 0x0000

=====Discovery Log Entry 1======

trtype:  rdma

adrfam:  ipv4

subtype: nvme subsystem

treq:    not specified

portid:  1

trsvcid: 4420

subnqn:  nqn.1992-08.com.netapp:5700.600a098000a527a7000000005ab3af94

traddr:  192.168.2.77

rdma_prtype: roce

rdma_qptype: connected

rdma_cms:    rdma-cm

rdma_pkey: 0x0000

2. 다른 모든 연결에도 1단계를 반복합니다.

3. "NVMe connect -t RDMA -n discovered_sub_nqn -a target_ip_address -Q queue_depth_setting -l

controller_loss_timeout_period" 명령을 사용하여 첫 번째 경로에서 검색된 하위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위에 나열된 명령은 재부팅 후에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NVMe 연결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재부팅
후 NVMe connect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

호스트가 액세스할 수 없는 검색된 포트에 대한 연결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여 포트 번호를 지정하면 연결이 실패합니다. 기본 포트는 연결에 대해 설정된
유일한 포트입니다.

권장 대기열 길이 설정은 1024입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Q 1024'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여 128의
기본 설정을 1024로 재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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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컨트롤러 손실 시간 제한 시간(초)은 60분(3600초)입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l 3600'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여 기본 설정인 600초를 3600초로 재정의합니다.

# nvme connect -t rdma -a 192.168.1.77 -n nqn.1992-

08.com.netapp:5700.600a098000a527a7000000005ab3af94 -Q 1024 -l 3600

# nvme connect -t rdma -a 192.168.2.77 -n nqn.1992-

08.com.netapp:5700.600a098000a527a7000000005ab3af94 -Q 1024 -l 3600

4. 3단계를 반복하여 검색된 하위 시스템을 두 번째 경로에 연결합니다.

호스트를 정의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호스트를 정의합니다.

호스트 정의는 스토리지 배열에 연결된 호스트를 알려 주는 단계 중 하나이며 볼륨에 대한 I/O

액세스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호스트를 정의할 때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호스트와 연결된 호스트 식별자 포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 호스트에 할당된 시스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선택한 이름이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이 작업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 이름의 길이는 3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호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2. MENU: Create [Host] 를 클릭합니다.

Create Host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필요에 따라 호스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설정 설명

이름 새 호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SANtricity 11.60 이상용 * Linux *

• * Linux DM-MP(커널 3.10 이상) * - SANtricity

11.60 이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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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입니다 사용할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구성한
어레이에 사용 가능한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이 하나만
있는 경우 이 설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포트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I/O 인터페이스 * 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포트가 로그인한 경우 목록에서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 * 수동 추가 *

호스트 포트가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호스트에서
/etc/NVMe/hostnqn을 보고 hostnqn 식별자를
찾아 호스트 정의에 연결합니다.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etc/NVMe/hostnqn 파일(한 번에 하나씩)에서 *

호스트 포트 * 필드로 복사/붙여넣기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와 연결하려면 한 번에 하나의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추가해야 하지만 호스트와 연결된
식별자를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식별자는 *

호스트 포트 * 필드에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옆에
있는 * X * 를 선택하여 식별자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결과

호스트가 성공적으로 생성되면 SANtricity System Manager는 호스트에 대해 구성된 각 호스트 포트에 대한 기본
이름을 생성합니다.

기본 별칭은 "<Hostname_Port Number>"입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IPT에 대해 생성된 첫 번째 포트의 기본 별칭은
IPT_1입니다.

볼륨을 할당합니다

I/O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볼륨(네임스페이스)을 할당해야
합니다. 이 할당은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스토리지 배열의 하나 이상의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볼륨을 할당할 때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한 번에 하나의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만 볼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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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된 볼륨은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간에 공유됩니다.

•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볼륨에 액세스하는 데 동일한 네임스페이스 ID(NSID)를 두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유한 NSID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볼륨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 모든 볼륨이 할당됩니다.

• 볼륨이 이미 다른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볼륨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 유효한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가 없습니다.

• 모든 볼륨 할당이 정의되었습니다.

할당되지 않은 모든 볼륨이 표시되지만 DA(Data Assurance)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호스트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DA 지원 호스트의 경우 DA 사용 또는 DA 사용 안 함 볼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A를 사용할 수 없는 호스트의 경우 DA를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을 선택하면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볼륨의 DA를 해제해야 한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호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볼륨을 할당할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선택한 다음 * 볼륨 할당 * 을 클릭합니다.

할당할 수 있는 모든 볼륨이 나열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특정 볼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열을 정렬하거나
* Filter * (필터 *) 상자에 원하는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할당할 각 볼륨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표 머리글에서 확인란을 선택하여 모든 볼륨을 선택합니다.

4. 작업을 완료하려면 * 배정 * 을 클릭하십시오.

결과

볼륨이나 볼륨을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성공적으로 할당한 후 시스템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할당된 볼륨은 다음으로 사용 가능한 NSID를 받습니다. 호스트는 NSID를 사용하여 볼륨에 액세스합니다.

• 사용자 제공 볼륨 이름이 호스트에 연결된 볼륨 목록에 나타납니다.

호스트에 표시되는 볼륨을 표시합니다

SMdevices 툴을 사용하여 호스트에 현재 표시된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NVMe-CLI

패키지의 일부이며 'NVMe list' 명령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eries 볼륨에 대한 각 NVMe 경로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NVMe NetApp SMdevices[-o<format>]'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format> 출력은 정상(-o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값), 열 또는 json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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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me netapp smdevices

/dev/nvme1n1,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2, NSID 1, Volume

ID 000015bd5903df4a00a0980000af4462, Controller A,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1n2,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3, NSID 2, Volume

ID 000015c05903e24000a0980000af4462, Controller A,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1n3,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4, NSID 4, Volume

ID 00001bb0593a46f400a0980000af4462, Controller A,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1n4,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6, NSID 6, Volume

ID 00001696593b424b00a0980000af4112, Controller A,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2n1,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2, NSID 1, Volume

ID 000015bd5903df4a00a0980000af4462, Controller B,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2n2,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3, NSID 2, Volume

ID 000015c05903e24000a0980000af4462, Controller B,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2n3,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4, NSID 4, Volume

ID 00001bb0593a46f400a0980000af4462, Controller B,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2n4,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6, NSID 6, Volume

ID 00001696593b424b00a0980000af4112, Controller B, Access State unknown,

2.15GB

호스트에서 장애 조치를 설정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호스트에서 장애 조치를 실행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시스템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RHEL(Red Hat) 호스트의 경우 "rpm -q device-mapper-multipath"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LES 호스트의 경우 'rpm-q multipath-tools’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필요한 업데이트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 경로가 SLES 또는 RHEL의 GA 버전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RHEL 7 및 SLES 12는 NVMe over RoCE에 대한 다중 경로에 DMMP(Device Mapper Multipath)를 사용합니다.

RHEL 8, RHEL 9 및 SLES 15는 내장된 기본 NVMe 페일오버를 사용합니다. 실행 중인 OS에 따라 올바르게
실행하려면 다중 경로의 일부 추가 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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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L 7 또는 SLES 12에 대해 장치 매퍼 다중 경로(DMMP)를 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DM-MP는 RHEL 및 SLES에서 비활성화됩니다. 호스트에서 DM-MP 구성 요소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단계

1. 다음 예에 표시된 대로 NVMe E-Series 장치 항목을 '/etc/multipath.conf' 파일의 devices 섹션에 추가합니다.

devices {

        device {

                vendor "NVME"

                product "NetApp E-Series*"

                path_grouping_policy group_by_prio

                failback immediate

                no_path_retry 30

        }

}

2. 시스템 부팅 시 시작되도록 'multipid’를 구성합니다.

# systemctl enable multipathd

3.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멀티페이드’를 시작합니다.

# systemctl start multipathd

4. '멀티페이드' 상태를 확인하여 활성 상태이고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systemctl status multipathd

기본 NVMe 다중 경로를 사용하여 RHEL 8을 설정합니다

기본 NVMe Multipathing은 RHEL 8에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활성화해야 합니다.

1. 기본 NVMe 다중 경로를 사용하도록 'modprobe' 규칙을 설정합니다.

# echo "options nvme_core multipath=y" >> /etc/modprobe.d/50-

nvme_core.conf

2. 새로운 '모데프로브' 파라미터로 'initramfs’를 다시 만듭니다.

220



# dracut -f

3. 기본 NVMe 다중 경로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상태에서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 reboot

4. 호스트를 부팅한 후 기본 NVMe Multipathing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at /sys/module/nvme_core/parameters/multipath

a. 명령 출력이 N인 경우 기본 NVMe Multipathing은 여전히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b. 명령 출력이 Y인 경우 기본 NVMe 다중경로 기능이 활성화되고 발견한 모든 NVMe 장치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RHEL 9 및 SLES 15의 경우, 기본 NVMe 다중 경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추가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상 장치 타겟에 NVMe 볼륨에 액세스합니다

사용하는 OS(및 확장 경로 다중화 방법)를 기반으로 디바이스 타겟으로 연결되는 입출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RHEL 7 및 SLES 12의 경우, I/O는 Linux 호스트가 가상 장치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DM-MP는 이러한 가상 타겟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경로를 관리합니다.

가상 디바이스는 입출력 타겟입니다

물리적 디바이스 경로가 아닌 DM-MP에서 생성한 가상 디바이스에만 입출력을 실행해야 합니다. 물리적 경로에 대한
입출력을 실행하는 경우 DM-MP가 페일오버 이벤트를 관리할 수 없으며 입출력이 실패합니다.

/dev/mapper의 dm 장치 또는 'symlink’를 통해 이러한 블록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dev/dm-1

/dev/mapper/eui.00001bc7593b7f5f00a0980000af4462

예

다음 "NVMe list" 명령의 출력 예에서는 호스트 노드 이름과 네임스페이스 ID의 상관 관계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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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SN           MODEL           NAMESPACE

/dev/nvme1n1 021648023072 NetApp E-Series 10

/dev/nvme1n2 021648023072 NetApp E-Series 11

/dev/nvme1n3 021648023072 NetApp E-Series 12

/dev/nvme1n4 021648023072 NetApp E-Series 13

/dev/nvme2n1 021648023151 NetApp E-Series 10

/dev/nvme2n2 021648023151 NetApp E-Series 11

/dev/nvme2n3 021648023151 NetApp E-Series 12

/dev/nvme2n4 021648023151 NetApp E-Series 13

열 설명

'노드 노드 이름은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nvme1은 컨트롤러 A를 나타내고 nvme2는 컨트롤러
B를 나타냅니다

• n1, n2 등의 표기법은 호스트 관점에서 네임스페이스
식별자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식별자는 표에서
반복되고 컨트롤러 A는 한 번, 컨트롤러 B는 한 번
반복됩니다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 열에는 스토리지 배열 관점에서 사용되는
식별자인 네임스페이스 ID(NSID)가 나열됩니다.

다음 '멀티패스-ll' 출력에서는 최적화 경로가 프리오 값 50으로 표시되고 최적화되지 않은 경로는 프리오 값 10으로
표시됩니다.

Linux 운영체제는 'Status=active’로 표시된 경로 그룹에 대한 I/O를 라우팅하고, 'Status=enabled’로 나열된 경로
그룹은 페일오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i.00001bc7593b7f500a0980000af4462 dm-0 NVME,NetApp E-Series

size=15G features='1 queue_if_no_path' hwhandler='0' wp=rw

|-+- policy='service-time 0' prio=50 status=active

| `- #:#:#:# nvme1n1 259:5 active ready running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enabled

  `- #:#:#:# nvme2n1 259:9  active ready running

eui.00001bc7593b7f5f00a0980000af4462 dm-0 NVME,NetApp E-Series

size=15G features='1 queue_if_no_path' hwhandler='0' wp=rw

|-+- policy='service-time 0' prio=0 status=enabled

| `- #:#:#:# nvme1n1 259:5 failed faulty running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active

  `- #:#:#:# nvme2n1 259:9  active ready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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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항목 설명

' policy='service-time 0' prio=50 status=active 이 선과 다음 줄은 NSID가 10인 namespace인
nvme1n1이 prio 값 50과 active의 '상태' 값으로 경로에
최적화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는 컨트롤러 A에서 소유합니다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enabled' 이 선은 네임스페이스 10의 페일오버 경로를 보여 주며,

프리오 값이 10이고 '상태' 값이 '활성화됨’인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I/O가 이 경로의 네임스페이스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는 컨트롤러 B에서 소유합니다

' policy='service-time 0' prio=0 status=enabled' 이 예제는 컨트롤러 A가 재부팅되는 동안 다른 시점의
'멀티패스-ll' 출력을 보여줍니다. 네임스페이스 10의
경로는 프리오 값이 0이고 '상태' 값이 '활성화됨’인 실패한
실행 경로로 표시됩니다.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active 활성 경로는 nvme2를 가리키므로 I/O는 이 경로를 통해
컨트롤러 B로 리디렉션됩니다

물리적 NVMe 장치 타겟에 대한 NVMe 볼륨 액세스

사용 중인 OS 및 확장 경로 다중화 방법에 따라 디바이스 타겟에 대한 입출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RHEL 8, RHEL 9 및 SLES 15의 경우, I/O는 Linux 호스트가 물리적 NVMe 장치 타겟으로 지정합니다. 기본 NVMe

다중 경로 솔루션은 호스트에서 표시되는 분명한 단일 물리적 장치의 물리적 경로를 관리합니다.

물리적 NVMe 장치는 I/O 타겟입니다

의 링크에 대한 I/O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dev/disk/by-id/nvme-eui.[uuid#] 물리적 NVMe 장치

경로로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dev/nvme[subsys#]n[id#]. 이러한 두 위치 간의 링크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ls /dev/disk/by-id/ -l

lrwxrwxrwx 1 root root 13 Oct 18 15:14 nvme-

eui.0000320f5cad32cf00a0980000af4112 -> ../../nvme0n1

I/O가 에 실행됩니다 /dev/disk/by-id/nvme-eui.[uuid#] 을 통해 직접 전달됩니다

/dev/nvme[subsys#]n[id#] 기본 NVMe 다중 경로 솔루션을 사용하여 모든 경로를 이 경로 아래에서
가상화했습니다.

다음을 실행하여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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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me list-subsys

예제 출력:

nvme-subsys0 - NQN=nqn.1992-

08.com.netapp:5700.600a098000a522500000000589aa8a6

\

+- nvme0 rdma traddr=192.4.21.131 trsvcid=4420 live

+- nvme1 rdma traddr=192.4.22.141 trsvcid=4420 live

"NVMe list -Subsys" 명령을 사용할 때 네임스페이스 장치를 지정하면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경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 nvme list-subsys /dev/nvme0n1

nvme-subsys0 - NQN=nqn.1992-

08.com.netapp:5700.600a098000af44620000000058d5dd96

\

 +- nvme0 rdma traddr=192.168.130.101 trsvcid=4420 live non-optimized

 +- nvme1 rdma traddr=192.168.131.101 trsvcid=4420 live non-optimized

 +- nvme2 rdma traddr=192.168.130.102 trsvcid=4420 live optimized

 +- nvme3 rdma traddr=192.168.131.102 trsvcid=4420 live optimized

또한 다중 경로 명령에 후크를 사용하여 기본 페일오버를 위한 경로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multipath -ll

경로 정보를 보려면 /etc/multipath.conf에서 다음을 설정해야 합니다.

defaults {

        enable_foreign nvme

}

예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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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0000a0335c05d57a00a0980000a5229d [nvme]:nvme0n9 NVMe,Netapp E-

Series,08520001

size=4194304 features='n/a' hwhandler='ANA' wp=rw

|-+- policy='n/a' prio=50 status=optimized

| `- 0:0:1 nvme0c0n1 0:0 n/a optimized    live

`-+- policy='n/a' prio-10 status=non-optimized

`- 0:1:1 nvme0c1n1 0:0 n/a non-optimized    live

파일 시스템 생성(RHEL 7 및 SLES 12)

RHEL 7 및 SLES 12의 경우 네임스페이스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단계

1. '/dev/mapper/dm' 디바이스 목록을 가져오려면 'multipath -ll' 명령을 실행합니다.

# multipath -ll

이 명령의 결과는 dm-19와 dm-16이라는 두 가지 장치를 보여 줍니다.

eui.00001ffe5a94ff8500a0980000af4444 dm-19 NVME,NetApp E-Series

size=10G features='1 queue_if_no_path' hwhandler='0' wp=rw

|-+- policy='service-time 0' prio=50 status=active

| |- #:#:#:# nvme0n19 259:19  active ready running

| `- #:#:#:# nvme1n19 259:115 active ready running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enabled

  |- #:#:#:# nvme2n19 259:51  active ready running

  `- #:#:#:# nvme3n19 259:83  active ready running

eui.00001fd25a94fef000a0980000af4444 dm-16 NVME,NetApp E-Series

size=16G features='1 queue_if_no_path' hwhandler='0' wp=rw

|-+- policy='service-time 0' prio=50 status=active

| |- #:#:#:# nvme0n16 259:16  active ready running

| `- #:#:#:# nvme1n16 259:112 active ready running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enabled

  |- #:#:#:# nvme2n16 259:48  active ready running

  `- #:#:#:# nvme3n16 259:80  active ready running

2. 각 '/dev/mapper/eui -' 디바이스의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은 선택한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예에서는 ext4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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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fs.ext4 /dev/mapper/dm-19

mke2fs 1.42.11 (09-Jul-2014)

Creating filesystem with 2620928 4k blocks and 655360 inodes

Filesystem UUID: 97f987e9-47b8-47f7-b434-bf3ebbe826d0

Superblock backups stored on blocks:

        32768, 98304, 163840, 229376, 294912, 819200, 884736, 1605632

Allocating group tables: done

Writing inode tables: done

Creating journal (32768 blocks): done

Writing superblocks and filesystem accounting information: done

3. 새 디바이스를 마운트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 mkdir /mnt/ext4

4. 디바이스를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mapper/eui.00001ffe5a94ff8500a0980000af4444 /mnt/ext4

파일 시스템 생성(RHEL 8, RHEL 9 및 SLES 15)

RHEL 8, RHEL 9 및 SLES 15의 경우 네이티브 NVMe 장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단계

1. 를 실행합니다 multipath -ll NVMe 장치 목록을 가져오는 명령입니다.

# multipath -ll

이 명령의 결과는 연결된 장치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v/disk/by-id/nvme-eui.[uuid#] 위치.

아래 예는 입니다 /dev/disc/by-id/nvme-eui.000082dd5c05d39300a0980000a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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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000082dd5c05d39300a0980000a52225 [nvme]:nvme0n6 NVMe,NetApp E-

Series,08520000

size=4194304 features='n/a' hwhandler='ANA' wp=rw

|-+- policy='n/a' prio=50 status=optimized

| `- 0:0:1 nvme0c0n1 0:0 n/a optimized     live

|-+- policy='n/a' prio=50 status=optimized

| `- 0:1:1 nvme0c1n1 0:0 n/a optimized     live

|-+- policy='n/a' prio=10 status=non-optimized

| `- 0:2:1 nvme0c2n1 0:0 n/a non-optimized live

`-+- policy='n/a' prio=10 status=non-optimized

  `- 0:3:1 nvme0c3n1 0:0 n/a non-optimized live

2. 위치를 사용하여 원하는 NVMe 장치의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dev/disk/by-id/nvme-

eui.[id#].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은 선택한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예에서는 ext4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mkfs.ext4 /dev/disk/by-id/nvme-eui.000082dd5c05d39300a0980000a52225

mke2fs 1.42.11 (22-Oct-2019)

Creating filesystem with 2620928 4k blocks and 655360 inodes

Filesystem UUID: 97f987e9-47b8-47f7-b434-bf3ebbe826d0

Superblock backups stored on blocks:

        32768, 98304, 163840, 229376, 294912, 819200, 884736, 1605632

Allocating group tables: done

Writing inode tables: done

Creating journal (32768 blocks): done

Writing superblocks and filesystem accounting information: done

3. 새 디바이스를 마운트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 mkdir /mnt/ext4

4. 디바이스를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disk/by-id/nvme-eui.000082dd5c05d39300a0980000a52225

/mnt/ext4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액세스를 확인합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네임스페이스에 데이터를 쓰고 다시 읽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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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초기화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단계

1. 호스트에서 하나 이상의 파일을 디스크의 마운트 지점으로 복사합니다.

2. 파일을 원래 디스크의 다른 폴더로 다시 복사합니다.

3. "IFF" 명령을 실행하여 복사된 파일을 원본과 비교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복사한 파일 및 폴더를 제거합니다.

NVMe over RoCE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NVMe over RoCE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직접 연결 토폴로지

직접 연결 토폴로지에서는 하나 이상의 호스트가 서브시스템에 직접 연결됩니다. SANtricity OS 11.50 릴리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호스트에서 하위 시스템 컨트롤러로의 단일 연결을 지원합니다. 이 구성에서는 각 호스트의 HCA(호스트
채널 어댑터) 포트 1개가 연결된 E-Series 컨트롤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어야 하지만 다른 HCA 포트와 다른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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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구성의 예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네트워크 서브넷으로 구성됩니다.

• 서브넷 1: 호스트 1 HCA 포트 1 및 컨트롤러 1 호스트 포트 1

• 서브넷 2: 호스트 1 HCA 포트 2 및 컨트롤러 2 호스트 포트 1

• 서브넷 3: 호스트 2 HCA 포트 1 및 컨트롤러 1 호스트 포트 2

• 서브넷 4: 호스트 2 HCA 포트 2 및 컨트롤러 2 호스트 포트 2

스위치 연결 토폴로지

Fabric 토폴로지에서는 하나 이상의 스위치가 사용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지원되는 스위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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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식별자입니다

각 호스트에서 이니시에이터 NQN을 찾아 문서화합니다.

호스트 포트 연결 소프트웨어 이니시에이터 NQN

호스트(이니시에이터) 1

호스트(이니시에이터) 2

타겟 NQN

스토리지 배열의 대상 NQN을 기록합니다.

스토리지 이름입니다 타겟 NQN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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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NQN

스토리지 포트에서 사용할 NQN을 기록합니다.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포트 연결 NQN

컨트롤러 A, 포트 1

컨트롤러 B, 포트 1

컨트롤러 A, 포트 2

컨트롤러 B, 포트 2

호스트 이름 매핑 중

매핑 호스트 이름은 워크플로우 중에 생성됩니다.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NVMe over Fibre Channel 설정

Linux 지원을 확인하고 제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Linux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호스트 및 복구 제한도
검토해야 합니다.

Linux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 계획을 생성한 다음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IMT) 을 사용하여 전체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

1. 로 이동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2. 솔루션 검색 * 타일을 클릭합니다.

3. 메뉴: 프로토콜 [SAN 호스트] 영역에서 * E-Series SAN 호스트 * 옆에 있는 * 추가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조건 구체화 보기 * 를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 구체화 섹션이 표시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적용되는 프로토콜과 운영 체제, NetApp OS 및 호스트 다중
경로 드라이버와 같은 구성의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 기준을 선택한 다음 어떤 호환 구성 요소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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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한 경우 도구에 규정된 운영 체제 및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화살표를 클릭하여 지원되는 구성 보기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VMe over FC의 제한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NVMe over Fibre Channel을 사용하기 전에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최신 컨트롤러,

호스트 및 복구 제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스토리지 및 재해 복구 제한 사항

• 비동기식 및 동기식 미러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씬 프로비저닝(씬 볼륨 생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DHCP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관리 스테이션과 스토리지 어레이 간의 통신을 구성하려면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것

스토리지 관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설치 및 구성된 DHCP 서버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1개의 컨트롤러(단일) 또는 2개의 컨트롤러(이중)가 있으며, 각 컨트롤러에는 2개의 스토리지
관리 포트가 있습니다. 각 관리 포트에는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다음 지침은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스토리지 배열(이중 구성)을 나타냅니다.

단계

1. 아직 연결하지 않은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관리 스테이션과 각 컨트롤러(A 및 B)의 관리 포트 1에 연결하십시오.

DHCP 서버는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두 컨트롤러 중 하나에서 관리 포트 2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포트 2는 NetApp 기술 담당자가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거나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면 DHCP는 IP

주소를 다시 할당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고정 IP 주소가 구성될 때까지 수행됩니다.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30초 이내에 DHCP 할당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기본 IP 주소가 설정됩니다:

◦ 컨트롤러 A, 포트 1: 169.254.128.101

◦ 컨트롤러 B, 포트 1: 169.254.128.102

◦ 서브넷 마스크: 255.255.0.0

2. 각 컨트롤러 뒷면에서 MAC 주소 레이블을 찾은 다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대한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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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MAC 주소가 필요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SMcli용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설치(SANtricity 소프트웨어 버전 11.53 이하)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스테이션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는 추가 관리 작업을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와 I/O 경로를 통해 호스트 구성
정보를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로 푸시하는 Host Context Agent를 포함합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6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SANtricity

보안 CLI(SMcli)는 SANtricity OS에 포함되어 있으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SMcli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의 _CLI(명령줄 인터페이스)_다운로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것

•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전 버전.

•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권한을 수정합니다.

•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 사항이 있는 SANtricity Storage Manager 클라이언트용 시스템:

◦ RAM *: Java Runtime Engine용 2GB

◦ * 디스크 공간 *: 5GB

◦ * OS/아키텍처 *: 지원되는 운영 체제 버전 및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데이터 호스트에 Linux를 사용할 때 Windows와 Linux가 모두 공통 관리 스테이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Windows 및 Linux OS 플랫폼 모두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계

1. 에서 SANtricity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2. SANtricit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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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리눅스

SMIA*.exe 설치 패키지를 두 번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a. SMIA*.BIN 설치 패키지가 있는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b. temp 마운트 지점에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
'IATEMPDIR' 변수를 설정합니다. 예:

"IATEMPDIR=/root./SMIA-LINUXX64-

11.25.0A00.0002.BIN"

c. 파일에 대한 실행 권한을 부여하려면 "chmod + x

SMIA *.bin" 명령을 실행합니다.

d. './SMIA *.BIN' 명령어를 실행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관리 스테이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고 설치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설치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에 내장된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시스템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대역 외 관리.

•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가 포함된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기 위한 관리 스테이션입니다.

브라우저 최소 버전

Google Chrome 79

Microsoft Internet Explorer를 참조하십시오 11

Microsoft Edge를 참조하십시오 79

Mozilla Firefox 70

사파리 12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를 열거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마법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고, 다음 중 _ 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 풀 및 볼륨 그룹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 감지된 워크로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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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단계

1. 브라우저에서 'https://<DomainNameOrIPAddress>` URL을 입력합니다

IPAddress는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 중 하나의 주소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처음 열면 관리자 암호 설정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는 관리자, 지원, 보안 및 모니터링의 네 가지 로컬 역할을 구성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역할에는
추측할 수 없는 임의의 암호가 있습니다. admin 역할의 암호를 설정한 후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로컬 사용자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 암호 설정 및 암호 확인 필드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System Manager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암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풀, 볼륨 그룹, 워크로드 또는 알림이 없는 경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 하드웨어(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수를 확인합니다. 어레이에
이름을 할당합니다.

◦ * 호스트 및 운영 체제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이 액세스할 수 있는 호스트 및 운영 체제 유형을 확인합니다.

◦ * 풀 수락 * — 빠른 설치 방법에 대해 권장되는 풀 구성을 수락합니다. 풀은 드라이브의 논리적 그룹입니다.

◦ * 경고 구성 * — 스토리지 배열에 문제가 발생하면 System Manager가 자동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AutoSupport 활성화 * — 스토리지 어레이의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디스패치를
보냅니다.

4. 볼륨을 아직 생성하지 않은 경우 Storage [Volumes > Create > Volume] 메뉴로 이동하여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FC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FC(Fibre Channel) 스위치를 구성(조닝)하면 호스트가 스토리지에 접속하고 경로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조닝(Zoning)합니다.

필요한 것

• 스위치에 대한 관리자 자격 증명.

• 스위치에 연결된 각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및 각 컨트롤러 대상 포트의 WWPN입니다. 검색에 HBA 유틸리티를
사용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스위치 조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위치 공급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각 이니시에이터 포트는 해당하는 모든 타겟 포트와 함께 별도의 존에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FC 스위치 관리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다음 zoning 구성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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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번째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를 포함하고 이니시에이터와 동일한 FC 스위치에 연결되는 모든 타겟 포트를
포함하는 새 존을 생성합니다.

3. 스위치에서 각 FC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에 대해 추가 존 생성

4. 영역을 저장한 다음 새로운 조닝 구성을 활성화합니다.

호스트 측에서 NVMe over Fibre Channel을 설정합니다

파이버 채널 환경의 NVMe 이니시에이터 구성에는 NVMe-CLI 패키지를 설치 및 구성하고
호스트에서 NVMe/FC 이니시에이터를 사용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다음 절차는 Broadcom Emulex 또는 QLogic NVMe/FC 지원 FC HBA를 사용하는 RHEL 7, RHEL 8, RHEL 9,

SLES 12 및 SLES 15에 대한 것입니다. 지원되는 OS 버전 또는 HB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단계

1. "NVMe-CLI"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 SLES 12 또는 SLES 15 *

# zypper install nvme-cli

RHEL 7, RHEL 8 또는 RHEL 9 *

# yum install nvme-cli

+

a. RHEL 7의 경우에만 을 통해 NVMe/FC 연결에 대한 외부 Broadcom AutoConnect 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Broadcom 웹 사이트". FC 드라이버를 통해 받은 편지함 NVMe에 대한 키워드 * AutoConnect

스크립트 파일 * 을 입력하고 OS에 맞는 최신 버전을 선택합니다.

b. Qlogic의 경우 Broadcom NVMe/FC 자동 연결 스크립트를 설치한 후 다음을 포함하도록
'/lib/systemd/system/nvmefc-boot-connections.service` 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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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Description=Auto-connect to subsystems on FC-NVME devices found

during boot

[Service]

Type=oneshot

ExecStart=/bin/sh -c "echo add >

/sys/class/fc/fc_udev_device/nvme_discovery"

[Install]

WantedBy=default.target

2. nvmefc-boot-connections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작합니다.

systemctl enable nvmefc-boot-connections.service

systemctl start nvmefc-boot-connections.service

◦ Emulex HBA에 대한 호스트 측 설정: *

다음 단계는 Emulex HBA에만 해당됩니다.

1. SLES12 SP4를 NVMe/FC Initiator로 사용하려면 lpfc_enable_fc4_type을 3으로 설정하십시오.

# cat /etc/modprobe.d/lpfc.conf

options lpfc lpfc_enable_fc4_type=3

2. "initrd"를 다시 빌드하여 Emulex 변경 및 부팅 매개 변수 변경을 가져옵니다.

# dracut --force

3. 호스트를 재부팅하여 "Ipfc" 드라이버의 변경 사항을 로드합니다.

# reboot

호스트가 재부팅되고 호스트에서 NVMe/FC 이니시에이터가 설정됩니다.

호스트 측 설정을 완료하면 NVMe over Fibre Channel 포트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237



호스트를 정의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호스트를 정의합니다.

호스트 정의는 스토리지 배열에 연결된 호스트를 알려 주는 단계 중 하나이며 볼륨에 대한 I/O

액세스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호스트를 정의할 때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호스트와 연결된 호스트 식별자 포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 호스트에 할당된 시스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선택한 이름이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이 작업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 이름의 길이는 3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호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2. MENU: Create [Host] 를 클릭합니다.

Create Host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필요에 따라 호스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설정 설명

이름 새 호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SANtricity 11.60 이상용 * Linux *

• * Linux DM-MP(커널 3.10 이상) * - SANtricity

11.60 이전 버전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입니다 사용할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구성한
배열에 사용 가능한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이 하나만
있는 경우 이 설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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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호스트 포트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I/O 인터페이스 * 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포트가 로그인한 경우 목록에서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 * 수동 추가 *

호스트 포트가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호스트에서
/etc/NVMe/hostnqn을 보고 hostnqn 식별자를
찾아 호스트 정의에 연결합니다.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etc/NVMe/hostnqn 파일(한 번에 하나씩)에서 *

호스트 포트 * 필드로 복사/붙여넣기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와 연결하려면 한 번에 하나의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추가해야 하지만 호스트와 연결된
식별자를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식별자는 *

호스트 포트 * 필드에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옆에
있는 * X * 를 선택하여 식별자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결과

호스트가 성공적으로 생성되면 SANtricity System Manager는 호스트에 대해 구성된 각 호스트 포트에 대한 기본
이름을 생성합니다.

기본 별칭은 "<Hostname_Port Number>"입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IPT에 대해 생성된 첫 번째 포트의 기본 별칭은
IPT_1입니다.

볼륨을 할당합니다

I/O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볼륨(네임스페이스)을 할당해야
합니다. 이 할당은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스토리지 배열의 하나 이상의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볼륨을 할당할 때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한 번에 하나의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만 볼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할당된 볼륨은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간에 공유됩니다.

•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볼륨에 액세스하는 데 동일한 네임스페이스 ID(NSID)를 두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유한 NSID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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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볼륨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 모든 볼륨이 할당됩니다.

• 볼륨이 이미 다른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볼륨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 유효한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가 없습니다.

• 모든 볼륨 할당이 정의되었습니다.

할당되지 않은 모든 볼륨이 표시되지만 DA(Data Assurance)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호스트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DA 지원 호스트의 경우 DA 사용 또는 DA 사용 안 함 볼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A를 사용할 수 없는 호스트의 경우 DA를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을 선택하면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볼륨의 DA를 해제해야 한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호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볼륨을 할당할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선택한 다음 * 볼륨 할당 * 을 클릭합니다.

할당할 수 있는 모든 볼륨이 나열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특정 볼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열을 정렬하거나
* Filter * (필터 *) 상자에 원하는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할당할 각 볼륨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표 머리글에서 확인란을 선택하여 모든 볼륨을 선택합니다.

4. 작업을 완료하려면 * 배정 * 을 클릭하십시오.

결과

볼륨이나 볼륨을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성공적으로 할당한 후 시스템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할당된 볼륨은 다음으로 사용 가능한 NSID를 받습니다. 호스트는 NSID를 사용하여 볼륨에 액세스합니다.

• 사용자 제공 볼륨 이름이 호스트에 연결된 볼륨 목록에 나타납니다.

호스트에 표시되는 볼륨을 표시합니다

SMdevices 툴을 사용하여 호스트에 현재 표시된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NVMe-CLI

패키지의 일부이며 'NVMe list' 명령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eries 볼륨에 대한 각 NVMe 경로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NVMe NetApp SMdevices[-o<format>]'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출력 '<format>'은(는) 정상(-o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값), 열 또는 json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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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me netapp smdevices

/dev/nvme1n1,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2, NSID 1, Volume

ID 000015bd5903df4a00a0980000af4462, Controller A,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1n2,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3, NSID 2, Volume

ID 000015c05903e24000a0980000af4462, Controller A,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1n3,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4, NSID 4, Volume

ID 00001bb0593a46f400a0980000af4462, Controller A,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1n4,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6, NSID 6, Volume

ID 00001696593b424b00a0980000af4112, Controller A,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2n1,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2, NSID 1, Volume

ID 000015bd5903df4a00a0980000af4462, Controller B,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2n2,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3, NSID 2, Volume

ID 000015c05903e24000a0980000af4462, Controller B,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2n3,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4, NSID 4, Volume

ID 00001bb0593a46f400a0980000af4462, Controller B, Access State unknown,

2.15GB

/dev/nvme2n4, Array Name ICTM0706SYS04, Volume Name NVMe6, NSID 6, Volume

ID 00001696593b424b00a0980000af4112, Controller B, Access State unknown,

2.15GB

호스트에서 장애 조치를 설정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호스트에서 장애 조치를 실행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시스템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RHEL(Red Hat) 호스트의 경우 "rpm -q device-mapper-multipath"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LES 호스트의 경우 'rpm-q multipath-tools’를 실행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RHEL 7 및 SLES 12는 NVMe over Fibre Channel을 사용할 때 다중 경로에 DMMP(Device Mapper Multipath)를
사용합니다. RHEL 8, RHEL 9 및 SLES 15는 내장된 기본 NVMe 페일오버를 사용합니다. 실행 중인 OS에 따라
올바르게 실행하려면 다중 경로의 일부 추가 구성이 필요합니다.

RHEL 7 또는 SLES 12에 대해 장치 매퍼 다중 경로(DMMP)를 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DM-MP는 RHEL 및 SLES에서 비활성화됩니다. 호스트에서 DM-MP 구성 요소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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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단계

1. 다음 예에 표시된 대로 NVMe E-Series 장치 항목을 /etc/multipath.conf 파일의 devices 섹션에 추가합니다.

devices {

        device {

                vendor "NVME"

                product "NetApp E-Series*"

                path_grouping_policy group_by_prio

                failback immediate

                no_path_retry 30

        }

}

2. 시스템 부팅 시 시작되도록 'multipid’를 구성합니다.

# systemctl enable multipathd

3.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멀티페이드’를 시작합니다.

# systemctl start multipathd

4. '멀티페이드' 상태를 확인하여 활성 상태이고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systemctl status multipathd

RHEL 8에 대한 기본 NVMe 다중 경로를 설정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기본 NVMe Multipathing은 RHEL 8에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아래 단계를 사용하여 활성화해야 합니다.

단계

1. 기본 NVMe 다중 경로를 켜기 위해 'modprobe' 규칙을 설정합니다.

# echo "options nvme_core multipath=y" >> /etc/modprobe.d/50-

nvme_core.conf

2. 새 modprobe 매개변수로 "initramfs"를 다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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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cut -f

3. 서버를 재부팅하여 기본 NVMe 경로 다중화가 활성화된 상태로 전환합니다

# reboot

4. 호스트를 부팅한 후 기본 NVMe 경로 다중화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at /sys/module/nvme_core/parameters/multipath

a. 명령 출력이 N인 경우 기본 NVMe Multipathing은 여전히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b. 명령 출력이 Y인 경우 기본 NVMe 다중경로 기능이 활성화되고 발견한 모든 NVMe 장치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RHEL 9 및 SLES 15의 경우, 기본 NVMe 다중 경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추가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상 장치 타겟에 NVMe 볼륨에 액세스합니다

사용 중인 OS 및 확장 경로 다중화 방법에 따라 디바이스 타겟에 대한 입출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RHEL 7 및 SLES 12의 경우, I/O는 Linux 호스트가 가상 장치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DM-MP는 이러한 가상 타겟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경로를 관리합니다.

가상 디바이스는 입출력 타겟입니다

물리적 디바이스 경로가 아닌 DM-MP에서 생성한 가상 디바이스에만 입출력을 실행해야 합니다. 물리적 경로에 대한
입출력을 실행하는 경우 DM-MP가 페일오버 이벤트를 관리할 수 없으며 입출력이 실패합니다.

/dev/mapper의 dm 장치 또는 'symlink’를 통해 이러한 블록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dev/dm-1

/dev/mapper/eui.00001bc7593b7f5f00a0980000af4462

예

다음 "NVMe list" 명령의 출력 예에서는 호스트 노드 이름과 네임스페이스 ID의 상관 관계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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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SN           MODEL           NAMESPACE

/dev/nvme1n1 021648023072 NetApp E-Series 10

/dev/nvme1n2 021648023072 NetApp E-Series 11

/dev/nvme1n3 021648023072 NetApp E-Series 12

/dev/nvme1n4 021648023072 NetApp E-Series 13

/dev/nvme2n1 021648023151 NetApp E-Series 10

/dev/nvme2n2 021648023151 NetApp E-Series 11

/dev/nvme2n3 021648023151 NetApp E-Series 12

/dev/nvme2n4 021648023151 NetApp E-Series 13

열 설명

'노드 노드 이름은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nvme1은 컨트롤러 A를 나타내고 nvme2는 컨트롤러
B를 나타냅니다

• n1, n2 등의 표기법은 호스트 관점에서 네임스페이스
식별자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식별자는 표에서
반복되고 컨트롤러 A는 한 번, 컨트롤러 B는 한 번
반복됩니다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 열에는 스토리지 배열 관점에서 사용되는
식별자인 네임스페이스 ID(NSID)가 나열됩니다.

다음 '멀티패스-ll' 출력에서는 최적화 경로가 프리오 값 50으로 표시되고 최적화되지 않은 경로는 프리오 값 10으로
표시됩니다.

Linux 운영체제는 'Status=active’로 표시된 경로 그룹에 대한 I/O를 라우팅하고, 'Status=enabled’로 나열된 경로
그룹은 페일오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i.00001bc7593b7f500a0980000af4462 dm-0 NVME,NetApp E-Series

size=15G features='1 queue_if_no_path' hwhandler='0' wp=rw

|-+- policy='service-time 0' prio=50 status=active

| `- #:#:#:# nvme1n1 259:5 active ready running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enabled

  `- #:#:#:# nvme2n1 259:9  active ready running

eui.00001bc7593b7f5f00a0980000af4462 dm-0 NVME,NetApp E-Series

size=15G features='1 queue_if_no_path' hwhandler='0' wp=rw

|-+- policy='service-time 0' prio=0 status=enabled

| `- #:#:#:# nvme1n1 259:5 failed faulty running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active

  `- #:#:#:# nvme2n1 259:9  active ready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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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항목 설명

' policy='service-time 0' prio=50 status=active 이 선과 다음 줄은 NSID가 10인 namespace인
nvme1n1이 prio 값 50과 active의 '상태' 값으로 경로에
최적화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는 컨트롤러 A에서 소유합니다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enabled' 이 선은 네임스페이스 10의 페일오버 경로를 보여 주며,

프리오 값이 10이고 '상태' 값이 '활성화됨’인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I/O가 이 경로의 네임스페이스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는 컨트롤러 B에서 소유합니다

' policy='service-time 0' prio=0 status=enabled' 이 예제는 컨트롤러 A가 재부팅되는 동안 다른 시점의
'멀티패스-ll' 출력을 보여줍니다. 네임스페이스 10의
경로는 프리오 값이 0이고 '상태' 값이 '활성화됨’인 실패한
실행 경로로 표시됩니다.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active 활성 경로는 nvme2를 가리키므로 I/O는 이 경로를 통해
컨트롤러 B로 리디렉션됩니다

물리적 NVMe 장치 타겟에 NVMe 볼륨에 액세스합니다

사용 중인 OS 및 확장 경로 다중화 방법에 따라 디바이스 타겟에 대한 입출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RHEL 8, RHEL 9 및 SLES 15의 경우, I/O는 Linux 호스트가 물리적 NVMe 장치 타겟으로 지정합니다. 기본 NVMe

다중 경로 솔루션은 호스트에서 표시되는 분명한 단일 물리적 장치의 물리적 경로를 관리합니다.

물리적 NVMe 장치는 I/O 타겟입니다

의 링크에 대한 I/O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dev/disk/by-id/nvme-eui.[uuid#] 물리적 NVMe 장치

경로로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dev/nvme[subsys#]n[id#]. 이러한 두 위치 간의 링크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ls /dev/disk/by-id/ -l

lrwxrwxrwx 1 root root 13 Oct 18 15:14 nvme-

eui.0000320f5cad32cf00a0980000af4112 -> ../../nvme0n1

I/O가 에 실행됩니다 /dev/disk/by-id/nvme-eui.[uuid#] 을 통해 직접 전달됩니다

/dev/nvme[subsys#]n[id#] 기본 NVMe 다중 경로 솔루션을 사용하여 모든 경로를 이 경로 아래에서
가상화했습니다.

다음을 실행하여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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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me list-subsys

예제 출력:

nvme-subsys0 - NQN=nqn.1992-

08.com.netapp:5700.600a098000a522500000000589aa8a6

\

+- nvme0 rdma traddr=192.4.21.131 trsvcid=4420 live

+- nvme1 rdma traddr=192.4.22.141 trsvcid=4420 live

"NVMe list -Subsys" 명령을 사용할 때 네임스페이스 장치를 지정하면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경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 nvme list-subsys /dev/nvme0n1

nvme-subsys0 - NQN=nqn.1992-

08.com.netapp:5700.600a098000af44620000000058d5dd96

\

 +- nvme0 rdma traddr=192.168.130.101 trsvcid=4420 live non-optimized

 +- nvme1 rdma traddr=192.168.131.101 trsvcid=4420 live non-optimized

 +- nvme2 rdma traddr=192.168.130.102 trsvcid=4420 live optimized

 +- nvme3 rdma traddr=192.168.131.102 trsvcid=4420 live optimized

또한 다중 경로 명령에 후크를 사용하여 기본 페일오버를 위한 경로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multipath -ll

경로 정보를 보려면 '/etc/multipath.conf’에서 다음을 설정해야 합니다.

defaults {

        enable_foreign nvme

}

예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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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0000a0335c05d57a00a0980000a5229d [nvme]:nvme0n9 NVMe,Netapp E-

Series,08520001

size=4194304 features='n/a' hwhandler='ANA' wp=rw

|-+- policy='n/a' prio=50 status=optimized

| `- 0:0:1 nvme0c0n1 0:0 n/a optimized    live

`-+- policy='n/a' prio-10 status=non-optimized

`- 0:1:1 nvme0c1n1 0:0 n/a non-optimized    live

파일 시스템 생성(RHEL 7 및 SLES 12)

RHEL 7 및 SLES 12의 경우 원하는 dm 장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단계

1. '/dev/mapper/dm' 디바이스 목록을 가져오려면 'multipath -ll' 명령을 실행합니다.

# multipath -ll

이 명령의 결과는 dm-19와 dm-16이라는 두 가지 장치를 보여 줍니다.

eui.00001ffe5a94ff8500a0980000af4444 dm-19 NVME,NetApp E-Series

size=10G features='1 queue_if_no_path' hwhandler='0' wp=rw

|-+- policy='service-time 0' prio=50 status=active

| |- #:#:#:# nvme0n19 259:19  active ready running

| `- #:#:#:# nvme1n19 259:115 active ready running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enabled

  |- #:#:#:# nvme2n19 259:51  active ready running

  `- #:#:#:# nvme3n19 259:83  active ready running

eui.00001fd25a94fef000a0980000af4444 dm-16 NVME,NetApp E-Series

size=16G features='1 queue_if_no_path' hwhandler='0' wp=rw

|-+- policy='service-time 0' prio=50 status=active

| |- #:#:#:# nvme0n16 259:16  active ready running

| `- #:#:#:# nvme1n16 259:112 active ready running

`-+- policy='service-time 0' prio=10 status=enabled

  |- #:#:#:# nvme2n16 259:48  active ready running

  `- #:#:#:# nvme3n16 259:80  active ready running

2. 각 '/dev/mapper/eui -' 디바이스의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은 선택한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예에서는 ext4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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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fs.ext4 /dev/mapper/dm-19

mke2fs 1.42.11 (09-Jul-2014)

Creating filesystem with 2620928 4k blocks and 655360 inodes

Filesystem UUID: 97f987e9-47b8-47f7-b434-bf3ebbe826d0

Superblock backups stored on blocks:

        32768, 98304, 163840, 229376, 294912, 819200, 884736, 1605632

Allocating group tables: done

Writing inode tables: done

Creating journal (32768 blocks): done

Writing superblocks and filesystem accounting information: done

3. 새 디바이스를 마운트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 mkdir /mnt/ext4

4. 디바이스를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mapper/eui.00001ffe5a94ff8500a0980000af4444 /mnt/ext4

파일 시스템 생성(RHEL 8, RHEL 9, SLES 15)

RHEL 8, RHEL 9 및 SLES 15의 경우 네이티브 NVMe 장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단계

1. multipath -ll 명령을 실행하여 NVMe 장치 목록을 가져옵니다.

# multipath -ll

이 명령의 결과는 연결된 장치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v/disk/by-id/nvme-eui.[uuid#] 위치.

아래 예는 입니다 /dev/disc/by-id/nvme-eui.000082dd5c05d39300a0980000a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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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000082dd5c05d39300a0980000a52225 [nvme]:nvme0n6 NVMe,NetApp E-

Series,08520000

size=4194304 features='n/a' hwhandler='ANA' wp=rw

|-+- policy='n/a' prio=50 status=optimized

| `- 0:0:1 nvme0c0n1 0:0 n/a optimized     live

|-+- policy='n/a' prio=50 status=optimized

| `- 0:1:1 nvme0c1n1 0:0 n/a optimized     live

|-+- policy='n/a' prio=10 status=non-optimized

| `- 0:2:1 nvme0c2n1 0:0 n/a non-optimized live

`-+- policy='n/a' prio=10 status=non-optimized

  `- 0:3:1 nvme0c3n1 0:0 n/a non-optimized live

2. 위치를 사용하여 원하는 NVMe 장치의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dev/disk/by-id/nvme-

eui.[id#].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은 선택한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예제에서는 ext4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mkfs.ext4 /dev/disk/by-id/nvme-eui.000082dd5c05d39300a0980000a52225

mke2fs 1.42.11 (22-Oct-2019)

Creating filesystem with 2620928 4k blocks and 655360 inodes

Filesystem UUID: 97f987e9-47b8-47f7-b434-bf3ebbe826d0

Superblock backups stored on blocks:

        32768, 98304, 163840, 229376, 294912, 819200, 884736, 1605632

Allocating group tables: done

Writing inode tables: done

Creating journal (32768 blocks): done

Writing superblocks and filesystem accounting information: done

3. 새 디바이스를 마운트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 mkdir /mnt/ext4

4. 디바이스를 마운트합니다.

# mount /dev/disk/by-id/nvme-eui.000082dd5c05d39300a0980000a52225

/mnt/ext4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액세스를 확인합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네임스페이스에 데이터를 쓰고 다시 읽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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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초기화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단계

1. 호스트에서 하나 이상의 파일을 디스크의 마운트 지점으로 복사합니다.

2. 파일을 원래 디스크의 다른 폴더로 다시 복사합니다.

3. diff 명령을 실행하여 복사된 파일을 원본과 비교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복사한 파일 및 폴더를 제거합니다.

NVMe over FC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NVMe over Fibre

Channel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직접 연결 토폴로지

직접 연결 토폴로지에서는 하나 이상의 호스트가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됩니다.

• 호스트 1 HBA 포트 1 및 컨트롤러 A 호스트 포트 1

• 호스트 1 HBA 포트 2 및 컨트롤러 B 호스트 포트 1

• 호스트 2 HBA 포트 1 및 컨트롤러 A 호스트 포트 2

• 호스트 2 HBA 포트 2 및 컨트롤러 B 호스트 포트 2

• 호스트 3 HBA 포트 1 및 컨트롤러 A 호스트 포트 3

• 호스트 3 HBA 포트 2 및 컨트롤러 B 호스트 포트 3

• 호스트 4 HBA 포트 1 및 컨트롤러 A 호스트 포트 4

• 호스트 4 HBA 포트 2 및 컨트롤러 B 호스트 포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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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연결 토폴로지

Fabric 토폴로지에서는 하나 이상의 스위치가 사용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지원되는 스위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식별자입니다

각 호스트에서 이니시에이터 NQN을 찾아 문서화합니다.

호스트 포트 연결 호스트 NQN

호스트(이니시에이터) 1

호스트(이니시에이터) 2

타겟 NQN

스토리지 배열의 대상 NQN을 기록합니다.

스토리지 이름입니다 타겟 NQN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대상 NQN

스토리지 포트에서 사용할 NQN을 기록합니다.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포트 연결 NQN

컨트롤러 A, 포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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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 컨트롤러(타겟) 포트 연결 NQN

컨트롤러 B, 포트 1

컨트롤러 A, 포트 2

컨트롤러 B, 포트 2

호스트 이름 매핑 중

매핑 호스트 이름은 워크플로우 중에 생성됩니다.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VMware Express 구성

VMware Express 구성 개요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는 VMware Express

방법은 독립 실행형 VMware 호스트를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최소한의 의사 결정으로 스토리지 시스템을 최대한 빠르게 가동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절차 개요

빠른 방법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단계는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VMware 워크플로우".

1. 다음 통신 환경 중 하나를 설정합니다.

◦ "NVMe over Fibre Channel"

◦ "파이버 채널"

◦ "iSCSI"

◦ "SAS를 참조하십시오"

2. 스토리지 배열에 논리적 볼륨을 생성합니다.

3. 데이터 호스트에서 볼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도움말 —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구성 및 스토리지 관리 작업을 완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품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etApp 기술 자료" (기사 데이터베이스) — 다양한 NetApp 제품 및 기술에 대한 문제 해결 정보, FAQ 및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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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

•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NetApp에서 지정한 표준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NetApp 제품 및 구성요소
구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E-Series SANtricity iSCSI와 ESXi 6.X의 통합에 대한 VMware 구성 가이드" — VMware와의 iSCSI 통합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 "VMware 구성 최대값" ESX/ESXi가 지원하는 허용된 최대 한도 내에서 가상 및 물리적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VMware NVMe 스토리지의 요구사항 및 제한사항".

• "VMware vSphere 설명서" ESXi vCenter Server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가정

VMware Express 방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구성 요소 가정

하드웨어 • 컨트롤러 쉘프에 포함된 설치 및 설정 지침을 사용하여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 옵션 드라이브 쉘프와 컨트롤러 사이에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 스토리지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했습니다.

• 다른 모든 하드웨어(예: 관리 스테이션, 스위치)를
설치하고 필요한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호스트 • 스토리지 시스템과 데이터 호스트 간에 접속했습니다.

• 호스트 운영 체제를 설치했습니다.

• VMware를 가상화된 게스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SAN에서 부팅하도록 데이터(I/O 연결) 호스트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스토리지 관리 스테이션 • 1Gbps 이상의 관리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I/O 연결) 호스트가 아닌 별도의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관리합니다.

• 스토리지 관리 스테이션에서 컨트롤러에 대한 이더넷
연결을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명령을 전송하는
대역외 관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스토리지 관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관리
스테이션을 연결했습니다.

253

http://mysupport.netapp.com/matrix
http://mysupport.netapp.com/matrix
http://mysupport.netapp.com/matrix
http://mysupport.netapp.com/matrix
http://mysupport.netapp.com/matrix
http://mysupport.netapp.com/matrix
http://mysupport.netapp.com/matrix
http://mysupport.netapp.com/matrix
http://mysupport.netapp.com/matrix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configmax.vmware.com/home
https://configmax.vmware.com/home
https://configmax.vmware.com/home
https://configmax.vmware.com/home
https://configmax.vmware.com/home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7.0/com.vmware.vsphere.storage.doc/GUID-9AEE5F4D-0CB8-4355-BF89-BB61C5F30C70.html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7.0/com.vmware.vsphere.storage.doc/GUID-9AEE5F4D-0CB8-4355-BF89-BB61C5F30C70.html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7.0/com.vmware.vsphere.storage.doc/GUID-9AEE5F4D-0CB8-4355-BF89-BB61C5F30C70.html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7.0/com.vmware.vsphere.storage.doc/GUID-9AEE5F4D-0CB8-4355-BF89-BB61C5F30C70.html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7.0/com.vmware.vsphere.storage.doc/GUID-9AEE5F4D-0CB8-4355-BF89-BB61C5F30C70.html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7.0/com.vmware.vsphere.storage.doc/GUID-9AEE5F4D-0CB8-4355-BF89-BB61C5F30C70.html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7.0/com.vmware.vsphere.storage.doc/GUID-9AEE5F4D-0CB8-4355-BF89-BB61C5F30C70.html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7.0/com.vmware.vsphere.storage.doc/GUID-9AEE5F4D-0CB8-4355-BF89-BB61C5F30C70.html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7.0/com.vmware.vsphere.storage.doc/GUID-9AEE5F4D-0CB8-4355-BF89-BB61C5F30C70.html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index.html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index.html
https://docs.vmware.com/en/VMware-vSphere/index.html


구성 요소 가정

IP 주소 지정 • DHCP 서버를 설치하고 구성했습니다.

• 아직 관리 스테이션과 스토리지 시스템 간에 이더넷
연결을 만들지 * 않았습니다.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 공유 볼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볼륨 그룹이 아닌 풀을 생성합니다.

프로토콜: FC • 모든 호스트측 FC 연결과 활성화된 스위치 조닝을
만들었습니다.

• NetApp이 지원하는 FC HBA 및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에 나열된 FC HBA 드라이버 및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프로토콜: NVMe over Fibre Channel • 모든 호스트측 FC 연결과 활성화된 스위치 조닝을
만들었습니다.

• NetApp이 지원하는 FC HBA 및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에 나열된 FC HBA 드라이버 및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프로토콜: iSCSI • iSCSI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는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공급업체의 iSCSI 권장 사항에 따라 이더넷 스위치를
구성했습니다.

프로토콜: SAS • NetApp이 지원하는 SAS HB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에 나열된 SAS HBA 드라이버 및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이러한 가정이 설치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세한 개념 배경 정보를 원하는 경우 다음 기술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E-

Series SANtricity iSCSI와 ESXi 6.X의 통합에 대한 VMware 구성 가이드"

VMware 워크플로우를 이해합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스토리지 시스템과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구성하여 스토리지를
VMware 호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빠른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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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 계획을 생성한 다음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IMT)

을 사용하여 전체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

1. 로 이동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2. 솔루션 검색 * 타일을 클릭합니다.

3. 메뉴: 프로토콜 [SAN 호스트] 영역에서 * E-Series SAN 호스트 * 옆에 있는 * 추가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조건 구체화 보기 * 를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 구체화 섹션이 표시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적용되는 프로토콜과 운영 체제, NetApp OS 및 호스트 다중
경로 드라이버와 같은 구성의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 기준을 선택한 다음 어떤 호환
구성 요소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도구에 규정된 운영 체제 및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화살표를 클릭하여 지원되는 구성 보기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5. 필요한 경우 표에 나열된 대로 운영 체제 및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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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업데이트 프로토콜 프로토콜 관련 업데이트

• 적절한 기능과 지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사용 가능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SXi 셸이나 ESXi

호스트에 대한 원격 SSH 연결을
사용하여 HBA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호스트에
액세스하려면 ESXi 셸 및 SSH

액세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ESXi

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SXi에서 ESXi 셸 사용과
관련된 VMware 기술 자료 를
참조하십시오. 설치 명령에
대해서는 HBA 드라이버와 함께
제공되는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각 HBA 공급업체에는 부팅 코드
및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특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일부에는 vCenter 플러그인
사용 또는 ESXi 호스트에 CIM

공급자 설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vCenter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공급업체의 특정
HBA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BA 부트 코드 또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소프트웨어를
얻으려면 공급업체 웹 사이트의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올바른 부팅 코드 또는 펌웨어를
얻으려면 VMware 호환성
가이드 또는 HBA 공급업체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FC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드라이버,

펌웨어 및 부트 코드

iSCSI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드라이버, 펌웨어 및 부트 코드
SAS를 참조하십시오

DHCP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관리 스테이션과 스토리지 어레이 간의 통신을 구성하려면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것

스토리지 관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설치 및 구성된 DHCP 서버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1개의 컨트롤러(단일) 또는 2개의 컨트롤러(이중)가 있으며, 각 컨트롤러에는 2개의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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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포트가 있습니다. 각 관리 포트에는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다음 지침은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스토리지 배열(이중 구성)을 나타냅니다.

단계

1. 아직 연결하지 않은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관리 스테이션과 각 컨트롤러(A 및 B)의 관리 포트 1에 연결하십시오.

DHCP 서버는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두 컨트롤러 중 하나에서 관리 포트 2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포트 2는 NetApp 기술 담당자가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거나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면 DHCP는 IP

주소를 다시 할당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고정 IP 주소가 구성될 때까지 수행됩니다.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30초 이내에 DHCP 할당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기본 IP 주소가 설정됩니다:

◦ 컨트롤러 A, 포트 1: 169.254.128.101

◦ 컨트롤러 B, 포트 1: 169.254.128.102

◦ 서브넷 마스크: 255.255.0.0

2. 각 컨트롤러 뒷면에서 MAC 주소 레이블을 찾은 다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대한 MAC

주소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MAC 주소가 필요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경로 중 하나가 중단되는 경우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가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합니다.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는 스토리지에 대한 활성 물리적 경로를 나타내는 단일 가상 장치를 운영 체제에 제공합니다. 또한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는 가상 장치를 업데이트하는 페일오버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VMware의 경우 NVMe/FC는 HPP(고성능
플러그인)를 사용합니다.

FC, iSCSI 및 SAS 프로토콜에만 적용되는 VMware는 특정 공급업체의 스토리지 어레이 ``스토리지 어레이 유형
플러그인’(SATP)으로 알려진 플러그인을 제공하여 페일오버 구현을 처리합니다.

사용해야 하는 SATP는 * VMW_SATP_ALUA *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VMware SATP".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고 설치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설치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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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에 내장된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시스템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대역 외 관리.

•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가 포함된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기 위한 관리 스테이션입니다.

브라우저 최소 버전

Google Chrome 79

Microsoft Internet Explorer를 참조하십시오 11

Microsoft Edge를 참조하십시오 79

Mozilla Firefox 70

사파리 12

이 작업에 대해

iSCSI 사용자인 경우 iSCSI를 구성하는 동안 설정 마법사를 종료했는지 확인합니다.

System Manager를 열거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마법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고, 다음 중 _ 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 풀 및 볼륨 그룹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 감지된 워크로드가 없습니다.

• 알림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설치 마법사가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단계

1. 브라우저에서 'https://<DomainNameOrIPAddress>` URL을 입력합니다

IPAddress는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 중 하나의 주소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처음 열면 관리자 암호 설정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는 관리자, 지원, 보안 및 모니터링의 네 가지 로컬 역할을 구성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역할에는
추측할 수 없는 임의의 암호가 있습니다. admin 역할의 암호를 설정한 후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로컬 사용자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 암호 설정 및 암호 확인 필드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System Manager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암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풀, 볼륨 그룹, 워크로드 또는 알림이 없는 경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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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드웨어(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수를 확인합니다. 어레이에
이름을 할당합니다.

◦ * 호스트 및 운영 체제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이 액세스할 수 있는 호스트 및 운영 체제 유형을 확인합니다.

◦ * 풀 수락 * — 빠른 설치 방법에 대해 권장되는 풀 구성을 수락합니다. 풀은 드라이브의 논리적 그룹입니다.

◦ * 경고 구성 * — 스토리지 배열에 문제가 발생하면 System Manager가 자동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AutoSupport 활성화 * — 스토리지 어레이의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디스패치를
보냅니다.

4. 볼륨을 아직 생성하지 않은 경우 Storage [Volumes > Create > Volume] 메뉴로 이동하여 생성합니다.

EF300 및 EF600의 경우 VMware와의 호환성을 위해 블록 크기를 512바이트로 설정해야 합니다.

볼륨을 512바이트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FC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Fibre Channel 프로토콜의 경우 스위치를 구성하고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결정합니다.

EF300 및 EF600의 경우 VMware와의 호환성을 위해 블록 크기를 512바이트로 설정해야 합니다.

볼륨을 512바이트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1단계: FC 스위치 구성 — VMware

FC(Fibre Channel) 스위치를 구성(조닝)하면 호스트가 스토리지에 접속하고 경로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조닝(Zoning)합니다.

필요한 것

• 스위치에 대한 관리자 자격 증명.

• 스위치에 연결된 각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및 각 컨트롤러 대상 포트의 WWPN입니다. 검색에 HBA 유틸리티를
사용하십시오.

공급업체의 HBA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HBA를 업그레이드하고 HBA에 대한 특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BA 유틸리티를 얻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공급업체 웹 사이트의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각 이니시에이터 포트는 해당하는 모든 타겟 포트와 함께 별도의 존에 있어야 합니다. 스위치 조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위치 공급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1. FC 스위치 관리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다음 zoning 구성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첫 번째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를 포함하고 이니시에이터와 동일한 FC 스위치에 연결되는 모든 타겟 포트를
포함하는 새 존을 생성합니다.

3. 스위치에서 각 FC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에 대해 추가 존 생성

4. 영역을 저장한 다음 새로운 조닝 구성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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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호스트 포트 WWPN—FC를 확인합니다

FC 조닝을 구성하려면 각 이니시에이터 포트의 WWPN(Worldwide Port Name)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1. SSH 또는 ESXi 셸을 사용하여 ESXi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esxcfg-scsidevs –a

3. 이니시에이터 식별자를 기록합니다. 출력은 다음 예와 비슷합니다.

vmhba3 lpfc link-up  fc.20000090fa05e848:10000090fa05e848 (0000:03:00.0)

Emulex Corporation Emulex LPe16000 16Gb PCIe Fibre Channel Adapter

vmhba4 lpfc link-up  fc.20000090fa05e849:10000090fa05e849 (0000:03:00.1)

Emulex Corporation Emulex LPe16000 16Gb PCIe Fibre Channel Adapter

3단계: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FC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림에서는 두 개의 존에서 E-Series 스토리지 어레이에 연결된 호스트를 보여 줍니다. 한 영역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고 다른 영역은 빨간색 선으로 표시됩니다. 각 존에는 이니시에이터 포트 하나와 모든 타겟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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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접속입니다

WWPN입니다

1 호스트 _해당 사항 없음 _

2 호스트 포트 0에서 FC 스위치 존
0으로

7 호스트 포트 1에서 FC 스위치 존 1로

타겟 식별자

속성 표시기 번호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포트 연결 WWPN입니다

3 스위치 _해당 사항 없음 _

6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_해당 사항 없음 _

5 컨트롤러 A, 포트 1에서 FC 스위치
1로

9 컨트롤러 A, 포트 2에서 FC 스위치
2로

4 컨트롤러 B, 포트 1에서 FC 스위치
1로

8 컨트롤러 B, 포트 2에서 FC 스위치
2로

호스트 매핑 중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NVMe over FC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NVMe over Fibre Channel 프로토콜의 경우 스위치를 구성하고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확인합니다.

1단계: NVMe/FC 스위치 구성

NVMe over Fibre Channel(FC) 스위치를 구성(조닝)하면 호스트가 스토리지 어레이에 접속하고 경로 수를 제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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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스위치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조닝(Zoning)합니다.

필요한 것

• 스위치에 대한 관리자 자격 증명.

• 스위치에 연결된 각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및 각 컨트롤러 대상 포트의 WWPN입니다. 검색에 HBA 유틸리티를
사용하십시오.

공급업체의 HBA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HBA를 업그레이드하고 HBA에 대한 특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BA 유틸리티를 얻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공급업체 웹 사이트의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각 이니시에이터 포트는 해당하는 모든 타겟 포트와 함께 별도의 존에 있어야 합니다. 스위치 조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위치 공급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1. FC 스위치 관리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다음 zoning 구성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첫 번째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를 포함하고 이니시에이터와 동일한 FC 스위치에 연결되는 모든 타겟 포트를
포함하는 새 존을 생성합니다.

3. 스위치에서 각 FC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에 대해 추가 존 생성

4. 영역을 저장한 다음 새로운 조닝 구성을 활성화합니다.

2단계: 호스트 포트 WWPN 확인 — NVMe/FC VMware

FC 조닝을 구성하려면 각 이니시에이터 포트의 WWPN(Worldwide Port Name)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1. SSH 또는 ESXi 셸을 사용하여 ESXi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esxcfg-scsidevs –a

3. 이니시에이터 식별자를 기록합니다. 출력은 다음 예와 비슷합니다.

vmhba3 lpfc link-up  fc.20000090fa05e848:10000090fa05e848 (0000:03:00.0)

Emulex Corporation Emulex LPe16000 16Gb PCIe Fibre Channel Adapter

vmhba4 lpfc link-up  fc.20000090fa05e849:10000090fa05e849 (0000:03:00.1)

Emulex Corporation Emulex LPe16000 16Gb PCIe Fibre Channel Adapter

3단계: HBA 드라이버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NVMe 지원은 Broadcom/Emulex 및 Marvell/Qlogic HBA 드라이버 내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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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Xi 셸에서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 * Broadcom/Emulex HBA 드라이버 *

esxcli system module parameters set -m lpfc -p

"lpfc_enable_fc4_type=3"

◦ * Marvell/Qlogic HBA 드라이버 *

esxcfg-module -s "ql2xnvmesupport=1" qlnativefc

2. 호스트를 재부팅합니다.

4단계: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NVMe over Fibre Channel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림에서는 두 개의 존에서 E-Series 스토리지 어레이에 연결된 호스트를 보여 줍니다. 한 영역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고 다른 영역은 빨간색 선으로 표시됩니다. 각 존에는 이니시에이터 포트 하나와 모든 타겟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식별자입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접속입니다

WWPN입니다

1 호스트 _해당 사항 없음 _

2 호스트 포트 0에서 FC 스위치 존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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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접속입니다

WWPN입니다

7 호스트 포트 1에서 FC 스위치 존 1로

타겟 식별자

속성 표시기 번호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포트 연결 WWPN입니다

3 스위치 _해당 사항 없음 _

6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_해당 사항 없음 _

5 컨트롤러 A, 포트 1에서 FC 스위치
1로

9 컨트롤러 A, 포트 2에서 FC 스위치
2로

4 컨트롤러 B, 포트 1에서 FC 스위치
1로

8 컨트롤러 B, 포트 2에서 FC 스위치
2로

호스트 매핑 중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iSCSI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iSCSI 프로토콜의 경우 스위치를 구성하고 스토리지 측과 호스트 측에서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IP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합니다.

1단계: 스위치 구성 - iSCSI, VMware

iSCSI에 대한 공급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에는 구성 지시문과 코드 업데이트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고가용성을 위한 2개의 별도 네트워크. iSCSI 트래픽을 분리하여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구분해야 합니다.

• 하드웨어 흐름 제어 전송 및 수신 * 엔드 투 엔드 * 를 활성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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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순위 흐름 제어를 비활성화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컨트롤러의 스위치 포트에서는 포트 채널/LACP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호스트측 LACP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중 경로가 동일한 이점 이상을 제공합니다.

단계

스위치 공급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단계: 네트워킹 구성 — iSCSI VMware

데이터 저장소 요구 사항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iSCSI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성을 선택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필요한 것

• 하드웨어 흐름 제어 전송 및 수신 * 엔드 투 엔드 * 를 활성화했습니다.

• 우선 순위 흐름 제어를 비활성화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성능상의 이유로 IP SAN 내에서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도록 어레이, 스위치 및
호스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호스트와 스위치에서 점보 프레임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영 체제
및 스위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어레이에서 점보 프레임을 활성화하려면 3단계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iSCSI 네트워킹을 계획하는 동안 에 유의하십시오 "VMware 구성 최대값" 가이드에서 지원되는 최대 iSCSI 스토리지
경로는 8입니다. 너무 많은 경로를 구성하지 않으려면 이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VMware iSCSI 소프트웨어 이니시에이터는 iSCSI 포트 바인딩을 사용하지 않을 때 iSCSI 타겟당 단일
세션을 생성합니다.

VMware iSCSI 포트 바인딩은 구성된 네트워크 세그먼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타겟 포트에
바인딩된 모든 VMkernel 포트를 강제로 로그인하는 기능입니다. iSCSI 대상에 대한 단일 네트워크
주소를 제공하는 어레이와 함께 사용됩니다. NetApp은 iSCSI 포트 바인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VMware 기술 자료" ESX/ESXi에서 소프트웨어 iSCSI

포트 바인딩을 사용할 때의 고려 사항에 대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SXi 호스트가 다른 공급업체의
스토리지에 연결된 경우 별도의 iSCSI vmkernel 포트를 사용하여 포트 바인딩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범 사례를 위해서는 E-Series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포트 바인딩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경로 다중화 구성이 양호한지 확인하려면 iSCSI 네트워크에 대해 여러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사용합니다. 한 네트워크
세그먼트의 각 어레이 컨트롤러에서 하나 이상의 호스트 측 포트와 하나 이상의 포트를 배치하고 다른 네트워크
세그먼트의 호스트 측 포트와 어레이 측 포트의 동일한 그룹을 배치합니다. 가능한 경우 여러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단계

스위치 공급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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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트워크 스위치는 IP 오버헤드를 위해 9,000바이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위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단계: 스토리지 측 네트워킹 구성 — iSCSI, VMware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GUI를 사용하여 어레이 측에서 iSCSI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필요한 것

•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 중 하나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입니다.

• System Manager GUI, 즉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또는 LDAP 및 디렉토리 서비스에 대한 암호는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적절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구성됩니다. 액세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은 하드웨어 페이지에서 iSCSI 포트 구성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시스템 [설정 > iSCSI 포트 구성]

메뉴에서 구성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VMware 구성에서 스토리지 측 네트워킹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술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E-Series SANtricity iSCSI와 ESXi 6.x 및 7.x의 통합에 대한 VMware 구성 가이드".

단계

1. 브라우저에서 'https://<DomainNameOrIPAddress>` URL을 입력합니다

IPAddress는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 중 하나의 주소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처음 열면 관리자 암호 설정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는 관리자, 지원, 보안 및 모니터링의 네 가지 로컬 역할을 구성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역할에는
추측할 수 없는 임의의 암호가 있습니다. admin 역할의 암호를 설정한 후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로컬 사용자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 암호 설정 및 암호 확인 필드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System Manager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암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풀, 볼륨 그룹, 워크로드 또는 알림이 없는 경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닫습니다.

나중에 마법사를 사용하여 추가 설정 작업을 완료합니다.

4.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5.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클릭합니다.

그래픽이 변경되어 드라이브 대신 컨트롤러가 표시됩니다.

6. 구성할 iSCSI 포트가 있는 컨트롤러를 클릭합니다.

컨트롤러의 상황에 맞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267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https://www.netapp.com/us/media/tr-4789.pdf


7. iSCSI 포트 구성 * 을 선택합니다.

iSCSI 포트 구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8. 드롭다운 목록에서 구성할 포트를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9. 구성 포트 설정을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모든 포트 설정을 보려면 대화 상자 오른쪽에 있는 * 추가 포트 설정 표시 * 링크를 클릭합니다.

포트 설정 설명

이더넷 포트 속도를 구성했습니다 원하는 속도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옵션은 네트워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속도(예:

10Gbps)에 따라 달라집니다.

컨트롤러에서 옵션으로 제공되는 25GB

iSCSI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는 속도를
자동 협상하지 않습니다. 각 포트의
속도를 10Gb 또는 25Gb로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포트는 동일한 속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IPv4 사용/IPv6 사용 IPv4 및 IPv6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하나 또는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TCP 수신 대기 포트(* 추가 포트 설정 표시 * 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

필요한 경우 새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신 대기 포트는 컨트롤러가 호스트 iSCSI 초기자의
iSCSI 로그인을 수신 대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TCP 포트
번호입니다. 기본 수신 대기 포트는 3260입니다. 3260

또는 49152와 65535 사이의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MTU 크기(* 추가 포트 설정 표시 * 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

필요한 경우 MTU(Maximum Transmission Unit)에
대한 새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입력합니다.

기본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크기는
프레임당 1,500바이트입니다. 1500에서 9000 사이의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ICMP Ping 응답을 활성화합니다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를
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의 운영 체제는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러한 ICMP 메시지는 호스트에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호스트와 패킷을 주고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IPv4 사용 * 을 선택한 경우 * 다음 * 을 클릭하면 IPv4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IPv6 사용 * 을
선택한 경우 * 다음 * 을 클릭하면 IPv6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한 경우
IPv4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먼저 열리고 * 다음 * 을 클릭하면 IPv6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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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Pv4 및/또는 IPv6 설정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모든 포트 설정을 보려면 대화 상자 오른쪽에 있는 * 추가
설정 표시 * 링크를 클릭합니다.

포트 설정 설명

자동으로 구성을 가져옵니다 구성을 자동으로 가져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수동으로 정적 설정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 필드에 정적 주소를 입력합니다.

IPv4의 경우 네트워크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를
포함합니다. IPv6의 경우 라우팅 가능한 IP 주소와
라우터 IP 주소를 포함합니다.

11. 마침 * 을 클릭합니다.

12. System Manager를 닫습니다.

4단계: 호스트측 네트워킹 구성 — iSCSI

호스트 측에서 iSCSI 네트워킹을 구성하면 VMware iSCSI 이니시에이터가 스토리지와 세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호스트 측에서 iSCSI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이 빠른 방법에서는 ESXi 호스트가 스토리지에 대한 4개의 중복 경로를 통해
iSCSI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면 호스트는 VMkernel 포트 및 두 VMNIC를 모두 포함하는 단일 vSwitch로 구성됩니다.

VMware용 iSCSI 네트워킹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VMware vSphere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1. iSCSI 스토리지 트래픽을 전송하는 데 사용할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2. 하드웨어 흐름 제어 전송 및 수신 * 엔드 투 엔드 * 를 활성화합니다.

3. 우선순위 흐름 제어를 비활성화합니다.

4. 어레이 측 iSCSI 구성을 완료합니다.

5. iSCSI 트래픽에는 NIC 포트 2개를 사용합니다.

6. vSphere Client 또는 vSphere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호스트 측 구성을 수행합니다.

인터페이스는 기능마다 다르며 정확한 워크플로도 다릅니다.

5단계: IP 네트워크 연결 확인 — iSCSI, VMware

ping 테스트를 사용하여 호스트와 어레이가 통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IP(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합니다.

단계

1. 호스트에서 점보 프레임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 점보 프레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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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kping <iSCSI_target_IP_address\>

◦ 점보 프레임이 활성화된 경우 페이로드 크기가 8,972바이트인 ping 명령을 실행합니다. IP 및 ICMP 결합된
헤더는 28바이트로, 페이로드에 추가되면 9,000바이트입니다. s 스위치는 패킷 크기 비트를 설정합니다. d

스위치는 IPv4 패킷에 DF(조각화하지 않음) 비트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면 9,000바이트의 점보
프레임을 iSCSI 이니시에이터와 타겟 간에 성공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vmkping -s 8972 -d <iSCSI_target_IP_address\>

이 예에서 iSCSI 대상 IP 주소는 192.0.2.8 입니다.

vmkping -s 8972 -d 192.0.2.8

Pinging 192.0.2.8 with 8972 bytes of data:

Reply from 192.0.2.8: bytes=8972 time=2ms TTL=64

Reply from 192.0.2.8: bytes=8972 time=2ms TTL=64

Reply from 192.0.2.8: bytes=8972 time=2ms TTL=64

Reply from 192.0.2.8: bytes=8972 time=2ms TTL=64

Ping statistics for 192.0.2.8:

  Packets: Sent = 4, Received = 4, Lost = 0 (0% loss),

Approximate round trip times in milli-seconds:

  Minimum = 2ms, Maximum = 2ms, Average = 2ms

2. 각 호스트의 이니시에이터 주소(iSCSI에 사용되는 호스트 이더넷 포트의 IP 주소)에서 각 컨트롤러의 iSCSI 포트로
'vmkping' 명령을 실행합니다. 구성에 있는 각 호스트 서버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IP 주소를
변경합니다.

명령이 실패하고 'S endto() failed(Message Too Long)' 메시지가 나타나면 호스트 서버, 스토리지
컨트롤러 및 스위치 포트의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대한 MTU 크기(점보 프레임 지원)를 확인합니다.

3. iSCSI 구성 절차로 돌아가 대상 검색을 완료합니다.

6단계: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프로토콜별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권장 구성

권장 구성은 2개의 이니시에이터 포트와 1개 이상의 VLAN이 있는 4개의 타겟 포트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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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IQN입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대상 포트 연결입니다 IQN을 선택합니다

2 대상 포트

호스트 이름 매핑 중

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 정보입니다 이름 및 유형

1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SAS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SAS 프로토콜의 경우 호스트 포트 주소를 확인하고 권장 설정을 구성합니다.

1단계: SAS 호스트 식별자 확인 — VMware

HBA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SAS 주소를 찾은 다음 HBA BIOS를 사용하여 적절한 구성 설정을 수행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HBA 유틸리티에 대한 지침을 검토합니다.

• 대부분의 HBA 공급업체는 HBA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 호스트 컨텍스트 에이전트가 설치된 경우 호스트 I/O 포트가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단계

1. HBA 공급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HBA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합니다.

2. 유틸리티를 설치합니다.

271



3. HBA BIOS를 사용하여 구성에 적합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적절한 설정은 의 메모 열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프로토콜별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호스트 식별자입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접속입니다

SAS 주소입니다

1 호스트 _해당 사항 없음 _

2 컨트롤러 A, 포트 1에 연결된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1

3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1이
컨트롤러 B, 포트 1에 연결됩니다

4 컨트롤러 A, 포트 1에 연결된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2

5 컨트롤러 B, 포트 1에 연결된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2

타겟 식별자

권장 구성은 두 개의 대상 포트로 구성됩니다.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이름 매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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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OS 유형입니다

호스트에서 스토리지를 검색합니다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한 후 호스트에서 다중 경로를 위한 볼륨을 감지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재검색을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ESXi 호스트는 5분마다 재검색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수동 재검색을 수행하기 전에 볼륨을 생성한 후
호스트에 할당할 때 사이에 볼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계없이 모든 볼륨이 올바르게 구성되도록 수동 재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하나 이상의 볼륨을 생성하여 ESXi 호스트에 할당합니다.

2. vCenter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호스트를 서버의 인벤토리에 추가합니다.

3. vSphere Client 또는 vSphere Web Client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또는 ESXi 호스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4. ESXi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재검색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를 검색합니다 "VMware 기술 자료" 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에서 스토리지를 구성합니다

ESXi 호스트에 할당된 스토리지를 VMFS(Virtual Machine File System) 데이터 저장소 또는
RDM(Raw Device Mapping)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DM은 NVMe over Fibre Channel

프로토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SXi의 6.x 및 7_x_ 버전은 모두 VMFS 버전 5 및 6을 지원합니다.

단계

1. ESXi 호스트에 매핑된 볼륨이 제대로 검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VMFS 데이터 저장소를 생성하거나 vSphere Client 또는 vSphere Web Client에서 볼륨을 RDM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VMware 설명서 웹 사이트".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액세스를 확인합니다

볼륨을 사용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볼륨에 데이터를 쓰고 다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볼륨이 VMFS(Virtual Machine File System)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되거나 RDM(Raw Device

Mapping)으로 사용하기 위해 VM에 직접 매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Windows Express 구성

Windows Express 구성 개요

스토리지 어레이를 설치하고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는 Windows Express

방법은 독립형 Windows 호스트를 E-Series 시스템에 설치하는 데 적합합니다. 최소한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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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스토리지 시스템을 최대한 빠르게 가동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절차 개요

빠른 방법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단계는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Windows 워크플로".

1. 다음 통신 환경 중 하나를 설정합니다.

◦ "파이버 채널(FC)"

◦ "iSCSI"

◦ "SAS를 참조하십시오"

2. 스토리지 배열에 논리적 볼륨을 생성합니다.

3. 데이터 호스트에서 볼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도움말 —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구성 및 스토리지 관리 작업을 완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품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etApp 기술 자료" (기사 데이터베이스) — 다양한 NetApp 제품 및 기술에 대한 문제 해결 정보, FAQ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NetApp에서 지정한 표준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NetApp 제품 및 구성요소
구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NetApp 설명서: 호스트 유틸리티" — 현재 Windows Unified Host Utilities 버전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가정

Windows express 방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구성 요소 가정

하드웨어 • 컨트롤러 쉘프에 포함된 설치 및 설정 지침을 사용하여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 옵션 드라이브 쉘프와 컨트롤러 사이에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 스토리지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했습니다.

• 다른 모든 하드웨어(예: 관리 스테이션, 스위치)를
설치하고 필요한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호스트 • 스토리지 시스템과 데이터 호스트 간에 접속했습니다.

• 호스트 운영 체제를 설치했습니다.

• Windows를 가상화된 게스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SAN에서 부팅하도록 데이터(I/O 연결) 호스트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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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가정

스토리지 관리 스테이션 • 1Gbps 이상의 관리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I/O 연결) 호스트가 아닌 별도의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관리합니다.

• 스토리지 관리 스테이션에서 컨트롤러에 대한 이더넷
연결을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명령을 전송하는
대역외 관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스토리지 관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관리
스테이션을 연결했습니다.

IP 주소 지정 • DHCP 서버를 설치하고 구성했습니다.

• 아직 관리 스테이션과 스토리지 시스템 간에 이더넷
연결을 만들지 * 않았습니다.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 공유 볼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볼륨 그룹이 아닌 풀을 생성합니다.

프로토콜: FC • 모든 호스트측 FC 연결과 활성화된 스위치 조닝을
만들었습니다.

• NetApp이 지원하는 FC HBA 및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에 나열된 FC HBA 드라이버 및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프로토콜: iSCSI • iSCSI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는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공급업체의 iSCSI 권장 사항에 따라 이더넷 스위치를
구성했습니다.

프로토콜: SAS • NetApp이 지원하는 SAS HB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에 나열된 SAS HBA 드라이버 및 펌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Windows 워크플로를 이해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스토리지 배열 및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구성하는 빠른 방법을 안내하여
Windows 호스트에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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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 계획을 생성한 다음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IMT)

을 사용하여 전체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

1. 로 이동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2. 스토리지 솔루션 검색 * 타일을 클릭합니다.

3. 메뉴: 프로토콜 [SAN 호스트] 영역에서 * E-Series SAN 호스트 * 옆에 있는 * 추가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 조건 구체화 보기 * 를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 구체화 섹션이 표시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적용되는 프로토콜과 운영 체제, NetApp OS 및 호스트 다중
경로 드라이버와 같은 구성의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 기준을 선택한 다음 어떤 호환
구성 요소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도구에 규정된 운영 체제 및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합니다. 선택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화살표를 클릭하여 지원되는 구성 보기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5. 필요한 경우 표에 나열된 대로 운영 체제 및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합니다.

운영 체제 업데이트 프로토콜 프로토콜 관련 업데이트

적절한 기능과 지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사용 가능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HBA 공급업체에는 부팅 코드 및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특정 방법이
있습니다. HBA 부트 코드 및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소프트웨어를 얻으려면
공급업체 웹 사이트의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FC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드라이버,

펌웨어 및 부트 코드

iSCSI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드라이버, 펌웨어 및 부트 코드.

SAS를 참조하십시오

DHCP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관리 스테이션과 스토리지 어레이 간의 통신을 구성하려면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것

스토리지 관리 포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설치 및 구성된 DHCP 서버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1개의 컨트롤러(단일) 또는 2개의 컨트롤러(이중)가 있으며, 각 컨트롤러에는 2개의 스토리지
관리 포트가 있습니다. 각 관리 포트에는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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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침은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스토리지 배열(이중 구성)을 나타냅니다.

단계

1. 아직 연결하지 않은 경우 이더넷 케이블을 관리 스테이션과 각 컨트롤러(A 및 B)의 관리 포트 1에 연결하십시오.

DHCP 서버는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두 컨트롤러 중 하나에서 관리 포트 2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포트 2는 NetApp 기술 담당자가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거나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면 DHCP는 IP

주소를 다시 할당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고정 IP 주소가 구성될 때까지 수행됩니다.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열의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30초 이내에 DHCP 할당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기본 IP 주소가 설정됩니다:

◦ 컨트롤러 A, 포트 1: 169.254.128.101

◦ 컨트롤러 B, 포트 1: 169.254.128.102

◦ 서브넷 마스크: 255.255.0.0

2. 각 컨트롤러 뒷면에서 MAC 주소 레이블을 찾은 다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각 컨트롤러의 포트 1에 대한 MAC

주소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MAC 주소가 필요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합니다

저장소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SANtricity Windows DSM 패키지를 설치하고
Windows용 다중 경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올바른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권한

이 작업에 대해

물리적 경로 중 하나가 중단되는 경우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가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중복 경로를 제공합니다. 다중
경로를 사용하려면 SANtricity Windows DSM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패키지에는 Windows용 다중 경로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Windows 설치는 장애 조치를 위해 기본 MPIO DSM(Device Specific Module)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SANtricity

Windows DSM 패키지를 설치하고 활성화할 때 다중 경로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

1. 에서 * SANtricity Windows DSM *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페이지". 소프트웨어
버전을 선택하고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한 다음 추가 다운로드에서 * SANtricity Windows DSM * 을 선택합니다.

2. SANtricity Windows DSM *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실행할 설치 패키지를 두 번 클릭합니다.

3.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관리 스테이션에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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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Unified Host Utilities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Windows Unified Host Utilities 툴을 사용하면 호스트 컴퓨터를 NetApp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고 호스트 컴퓨터에서 필요한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NetApp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최상의 읽기/쓰기 성능을 위해 적절한 디스크 시간 초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_Windows 호스트 유틸리티 설치 안내서, _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설명서:

호스트 유틸리티".

단계

1. 를 사용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설치할 Unified Host Utilities의 적절한 버전을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각 구성 내의 열에 버전이 나열됩니다.

2. 에서 Unified Host Utilities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SANtricity 저장소 관리자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유틸리티 패키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는 SANtricity SMdevices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통합 호스트 유틸리티 도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Mdevices 유틸리티는 SMutils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Mutils

패키지는 호스트가 스토리지 배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유틸리티 모음입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설치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SMcli 및 호스트 컨텍스트 에이전트용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HCA) 설치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스테이션에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는 추가 관리 작업을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와 I/O 경로를 통해 호스트 구성
정보를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로 푸시하는 Host Context Agent를 포함합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6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SANtricity

보안 CLI(SMcli)는 SANtricity OS에 포함되어 있으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SMcli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의 _CLI(명령줄 인터페이스)_다운로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것

• SANtricity 소프트웨어 11.53 이전 버전.

• 올바른 관리자 또는 고급 사용자 권한

•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 사항이 있는 SANtricity Storage Manager 클라이언트용 시스템:

◦ RAM *: Java Runtime Engine용 2GB

◦ * 디스크 공간 *: 5GB

◦ * OS/아키텍처 *: 지원되는 운영 체제 버전 및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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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에서 SANtricity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지원". 다운로드 * 탭에서 다운로드 [E-Series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2. SANtricity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실행할 SMIA*.exe 설치 패키지를 두 번 클릭합니다.

3.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관리 스테이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고 설치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설치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는 각 컨트롤러에 내장된 웹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면 시스템 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대역 외 관리.

•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가 포함된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기 위한 관리 스테이션입니다.

브라우저 최소 버전

Google Chrome 79

Microsoft Internet Explorer(MSE) 11

Microsoft Edge를 참조하십시오 79

Mozilla Firefox 70

사파리 12

이 작업에 대해

iSCSI 사용자인 경우 iSCSI를 구성하는 동안 설정 마법사를 종료했는지 확인합니다.

System Manager를 열거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마법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고, 다음 중 _ 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 감지된 풀 또는 볼륨 그룹이 없습니다.

• 감지된 워크로드가 없습니다.

• 알림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설치 마법사가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단계

1. 브라우저에서 'https://<DomainNameOrIPAddress>` URL을 입력합니다

280

http://mysupport.netapp.com
http://mysupport.netapp.com
http://mysupport.netapp.com


IPAddress는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 중 하나의 주소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처음 열면 관리자 암호 설정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는 관리자, 지원, 보안 및 모니터링의 네 가지 로컬 역할을 구성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역할에는
추측할 수 없는 임의의 암호가 있습니다. admin 역할의 암호를 설정한 후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로컬 사용자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 암호 설정 및 암호 확인 필드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System Manager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암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풀, 볼륨 그룹, 워크로드 또는 알림이 없는 경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 하드웨어(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및 드라이브 수를 확인합니다. 어레이에
이름을 할당합니다.

◦ * 호스트 및 운영 체제 확인 * — 스토리지 배열이 액세스할 수 있는 호스트 및 운영 체제 유형을 확인합니다.

◦ * 풀 수락 * — 빠른 설치 방법에 대해 권장되는 풀 구성을 수락합니다. 풀은 드라이브의 논리적 그룹입니다.

◦ * 경고 구성 * — 스토리지 배열에 문제가 발생하면 System Manager가 자동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AutoSupport 활성화 * — 스토리지 어레이의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디스패치를
보냅니다.

4. 볼륨을 아직 생성하지 않은 경우 Storage [Volumes > Create > Volume] 메뉴로 이동하여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FC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Fibre Channel 프로토콜의 경우 스위치를 구성하고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결정합니다.

1단계: FC 스위치 구성 — Windows

FC(Fibre Channel) 스위치를 구성(조닝)하면 호스트가 스토리지에 접속하고 경로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조닝(Zoning)합니다.

필요한 것

• 스위치에 대한 관리자 자격 증명.

• 스위치에 연결된 각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및 각 컨트롤러 대상 포트의 WWPN입니다. 검색에 HBA 유틸리티를
사용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물리적 포트가 아닌 WWPN으로 영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각 이니시에이터 포트는 해당하는 모든 타겟 포트와 함께
별도의 존에 있어야 합니다. 스위치 조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위치 공급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1. FC 스위치 관리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다음 zoning 구성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첫 번째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를 포함하고 이니시에이터와 동일한 FC 스위치에 연결되는 모든 타겟 포트를
포함하는 새 존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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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위치에서 각 FC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에 대해 추가 존 생성

4. 영역을 저장한 다음 새로운 조닝 구성을 활성화합니다.

2단계: 호스트 WWPN을 확인하고 권장 설정 — FC, Windows

각 호스트 포트의 WWPN(Worldwide Port Name)을 볼 수 있도록 FC HBA 유틸리티를 설치합니다. 또한 HBA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의 Notes(메모) 열에 권장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HBA 유틸리티에 대한 다음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 대부분의 HBA 공급업체는 HBA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 및 CPU에 맞는 올바른 버전의 HBA가
필요합니다. FC HBA 유틸리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Emulex HBA용 Emulex OneCommand Manager

◦ QLogic HBA용 QLogic QConverge 콘솔

• 호스트 컨텍스트 에이전트가 설치된 경우 호스트 I/O 포트가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단계

1. HBA 공급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해당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합니다.

2. 유틸리티를 설치합니다.

3. HBA 유틸리티에서 적절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구성에 대한 적절한 설정이 의 메모 열에 나열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3단계: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FC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림에서는 두 개의 존에서 E-Series 스토리지 어레이에 연결된 호스트를 보여 줍니다. 한 영역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고 다른 영역은 빨간색 선으로 표시됩니다. 단일 포트에는 스토리지에 대한 경로가 2개 있습니다(각 컨트롤러에
대한 경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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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식별자입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접속입니다

WWPN입니다

1 호스트 _해당 사항 없음 _

2 호스트 포트 0에서 FC 스위치 존
0으로

7 호스트 포트 1에서 FC 스위치 존 1로

타겟 식별자

속성 표시기 번호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포트 연결 WWPN입니다

3 스위치 _해당 사항 없음 _

6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_해당 사항 없음 _

5 컨트롤러 A, 포트 1에서 FC 스위치
1로

9 컨트롤러 A, 포트 2에서 FC 스위치
2로

4 컨트롤러 B, 포트 1에서 FC 스위치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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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표시기 번호 어레이 컨트롤러(타겟) 포트 연결 WWPN입니다

8 컨트롤러 B, 포트 2에서 FC 스위치
2로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iSCSI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iSCSI 프로토콜의 경우 스위치를 구성하고, 스토리지 측과 호스트 측에서 네트워킹을 구성한
다음 IP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합니다.

1단계: 스위치 구성 — iSCSI, Windows

iSCSI에 대한 공급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에는 구성 지시문과 코드 업데이트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고가용성을 위한 2개의 별도 네트워크. VLAN 또는 두 개의 별도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iSCSI 트래픽을 분리하여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구분해야 합니다.

• 하드웨어 흐름 제어 전송 및 수신 * 엔드 투 엔드 * 를 활성화했습니다.

• 우선 순위 흐름 제어를 비활성화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컨트롤러의 스위치 포트에서는 포트 채널/LACP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호스트측 LACP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중 경로가 동일한 이점 이상을 제공합니다.

단계

스위치 공급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단계: 네트워킹 구성 — iSCSI 창

데이터 저장소 요구 사항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iSCSI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성을 선택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본 이중화를 사용하여 iSCSI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효과적인 전략은 각 호스트 포트와 각 컨트롤러에서 포트 하나를
개별 스위치에 연결하고 VLAN을 사용하여 개별 네트워크 세그먼트에서 각 호스트 및 컨트롤러 포트 세트를 분할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 하드웨어 흐름 제어 전송 및 수신 * 엔드 투 엔드 * 를 활성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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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순위 흐름 제어를 비활성화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성능상의 이유로 IP SAN 내에서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도록 어레이, 스위치 및
호스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호스트와 스위치에서 점보 프레임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영 체제
및 스위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어레이에서 점보 프레임을 활성화하려면 3단계의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단계

스위치 공급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많은 네트워크 스위치는 IP 오버헤드를 위해 9,000바이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위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단계: 어레이 측 네트워킹 구성 — iSCSI, Windows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GUI를 사용하여 어레이 측에서 iSCSI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필요한 것

•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 중 하나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입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적절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구성된 System Manager GUI, 즉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 또는 LDAP 및 디렉토리 서비스에 대한 암호입니다. 액세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은 하드웨어 페이지에서 iSCSI 포트 구성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시스템 [설정 > iSCSI 포트 구성]

메뉴에서 구성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1. 브라우저에서 'https://<DomainNameOrIPAddress>` URL을 입력합니다

IPAddress는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 중 하나의 주소입니다.

구성되지 않은 어레이에서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처음 열면 관리자 암호 설정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는 관리자, 지원, 보안 및 모니터링의 네 가지 로컬 역할을 구성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역할에는
추측할 수 없는 임의의 암호가 있습니다. admin 역할의 암호를 설정한 후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모든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로컬 사용자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 암호 설정 및 암호 확인 필드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System Manager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암호 설정 *

버튼을 선택합니다.

System Manager를 열고 풀, 볼륨 그룹, 워크로드 또는 알림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닫습니다.

나중에 마법사를 사용하여 추가 설정 작업을 완료합니다.

4.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5.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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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 변경되어 드라이브 대신 컨트롤러가 표시됩니다.

6. 구성할 iSCSI 포트가 있는 컨트롤러를 클릭합니다.

컨트롤러의 상황에 맞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7. iSCSI 포트 구성 * 을 선택합니다.

iSCSI 포트 구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8. 드롭다운 목록에서 구성할 포트를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9. 구성 포트 설정을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모든 포트 설정을 보려면 대화 상자 오른쪽에 있는 * 추가 포트 설정 표시 * 링크를 클릭합니다.

포트 설정 설명

이더넷 포트 속도를 구성했습니다 원하는 속도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옵션은 네트워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속도(예:

10Gbps)에 따라 달라집니다.

E5700 및 EF570 컨트롤러의 선택적
iSCSI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는 속도를
자동 협상하지 않습니다. 각 포트의
속도를 10Gb 또는 25Gb로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포트는 동일한 속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IPv4 사용/IPv6 사용 IPv4 및 IPv6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하나 또는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TCP 수신 대기 포트(* 추가 포트 설정 표시 * 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

필요한 경우 새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신 대기
포트는 컨트롤러가 호스트 iSCSI 초기자의 iSCSI

로그인을 수신 대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TCP 포트
번호입니다. 기본 수신 대기 포트는 3260입니다. 3260

또는 49152와 65535 사이의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MTU 크기(* 추가 포트 설정 표시 * 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

필요한 경우 MTU(Maximum Transmission Unit)에
대한 새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입력합니다. 기본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크기는 프레임당
1,500바이트입니다. 1500에서 9000 사이의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ICMP Ping 응답을 활성화합니다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를
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의 운영 체제는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러한 ICMP 메시지는 호스트에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호스트와 패킷을 주고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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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사용 * 을 선택한 경우 * 다음 * 을 클릭하면 IPv4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IPv6 사용 * 을
선택한 경우 * 다음 * 을 클릭하면 IPv6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한 경우
IPv4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먼저 열리고 * 다음 * 을 클릭하면 IPv6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10. IPv4 및/또는 IPv6 설정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모든 포트 설정을 보려면 대화 상자 오른쪽에 있는 * 추가
설정 표시 * 링크를 클릭합니다.

포트 설정 설명

자동으로 구성을 가져옵니다 구성을 자동으로 가져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수동으로 정적 설정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 필드에 정적 주소를 입력합니다.

IPv4의 경우 네트워크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를
포함합니다. IPv6의 경우 라우팅 가능한 IP 주소와
라우터 IP 주소를 포함합니다.

VLAN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추가 설정 표시 * 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

이 옵션은 iSCSI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VMe over RoCE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VLAN을 활성화하고 해당 ID를 입력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VLAN은 동일한 스위치, 동일한 라우터
또는 둘 다에서 지원되는 다른 물리적 LAN(가상 LAN)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동작하는 논리
네트워크입니다.

이더넷 우선 순위 활성화(* 추가 설정 표시 * 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

이 옵션은 iSCSI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VMe over RoCE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를
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1과 7 사이의 우선순위를 선택합니다.

이더넷과 같은 공유 LAN(Local Area Network)

환경에서는 많은 스테이션이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
경합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는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두 스테이션이 동시에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스테이션이 다시 꺼졌다가 다시
시도하기 전에 대기하게 됩니다. 스위치 포트에 하나의
스테이션만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 이더넷의 경우 이
프로세스가 최소화됩니다.

11. 마침 * 을 클릭합니다.

12. System Manager를 닫습니다.

4단계: 호스트측 네트워킹 구성 — iSCSI

Microsoft iSCSI Initiator가 스토리지와 세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호스트 측에서 iSCSI 네트워킹을 구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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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CSI 스토리지 트래픽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완전히 구성된 스위치입니다.

• 하드웨어 흐름 제어 전송 및 수신 * 엔드 투 엔드 * 를 활성화했습니다

• 우선 순위 흐름 제어를 비활성화했습니다.

• 스토리지 측 iSCSI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 컨트롤러에 있는 각 포트의 IP 주소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지침에서는 두 개의 NIC 포트가 iSCSI 트래픽에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단계

1.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 어댑터 프로토콜을 비활성화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에는 QoS, 파일 및 인쇄 공유, NetBIOS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호스트의 터미널 창에서 ">iscsicpl.exe"를 실행하여 * iSCSI 초기자 속성 * 대화 상자를 엽니다.

3. 검색 탭에서 * 포털 검색 * 을 선택한 다음 iSCSI 대상 포트 중 하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4. Targets 탭에서 검색한 첫 번째 대상 포털을 선택한 다음 * Connect * 를 선택합니다.

5. 다중 경로 사용 * 을 선택하고 * 즐겨찾기 대상 목록에 이 연결 추가 * 를 선택한 다음  고급 을 선택합니다.

6. 로컬 어댑터 * 의 경우 * Microsoft iSCSI 초기자 * 를 선택합니다.

7. 초기자 IP * 의 경우 iSCSI 대상 중 하나와 동일한 서브넷 또는 VLAN에 있는 포트의 IP 주소를 선택합니다.

8. 대상 IP * 의 경우 위 단계에서 선택한 * 초기자 IP * 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는 포트의 IP 주소를 선택합니다.

9. 나머지 확인란에 대한 기본값을 그대로 유지한 다음 * 확인 * 을 선택합니다.

10. 대상에 연결 * 대화 상자로 돌아갈 때 * 확인 * 을 다시 선택합니다.

11. 설정할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각 이니시에이터 포트 및 세션(논리 경로)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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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IP 네트워크 연결 확인 — iSCSI, Windows

ping 테스트를 사용하여 호스트와 어레이가 통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IP(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합니다.

1. 메뉴: 시작 [모든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명령 프롬프트]를 선택한 다음 점보 프레임 활성화 여부에 따라
Windows CLI를 사용하여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 점보 프레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ing -s <hostIP\> <targetIP\>

◦ 점보 프레임이 활성화된 경우 페이로드 크기가 8,972바이트인 ping 명령을 실행합니다. IP 및 ICMP 결합된
헤더는 28바이트로, 페이로드에 추가되면 9,000바이트입니다. f 스위치는 Ddf(조각 안 함) 비트를 설정합니다. l

스위치를 사용하여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면 9,000바이트의 점보 프레임을 iSCSI

이니시에이터와 타겟 간에 성공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ping -l 8972 -f <iSCSI_target_IP_address\>

이 예에서 iSCSI 대상 IP 주소는 192.0.2.8 입니다.

C:\>ping -l 8972 -f 192.0.2.8

Pinging 192.0.2.8 with 8972 bytes of data:

Reply from 192.0.2.8: bytes=8972 time=2ms TTL=64

Reply from 192.0.2.8: bytes=8972 time=2ms TTL=64

Reply from 192.0.2.8: bytes=8972 time=2ms TTL=64

Reply from 192.0.2.8: bytes=8972 time=2ms TTL=64

Ping statistics for 192.0.2.8:

  Packets: Sent = 4, Received = 4, Lost = 0 (0% loss),

Approximate round trip times in milli-seconds:

  Minimum = 2ms, Maximum = 2ms, Average = 2ms

2. 각 호스트의 이니시에이터 주소(iSCSI에 사용되는 호스트 이더넷 포트의 IP 주소)에서 각 컨트롤러의 iSCSI 포트로
'ping' 명령을 실행합니다. 구성에 있는 각 호스트 서버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IP 주소를 변경합니다.

명령이 실패한 경우(예: 패킷이 조각화되어야 하지만 DF 집합을 반환함) 호스트 서버, 스토리지
컨트롤러 및 스위치 포트의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대한 MTU 크기(점보 프레임 지원)를 확인합니다.

6단계: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iSCSI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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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구성

권장 구성은 2개의 이니시에이터 포트와 1개 이상의 VLAN이 있는 4개의 타겟 포트로 구성됩니다.

타겟 IQN입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대상 포트 연결입니다 IQN을 선택합니다

2 대상 포트

호스트 이름 매핑 중

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 정보입니다 이름 및 유형

1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SAS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SAS 프로토콜의 경우 호스트 포트 주소를 확인하고 적절한 설정을 합니다.

1단계: SAS 호스트 식별자 확인 — Windows

HBA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SAS 주소를 찾은 다음 HBA BIOS를 사용하여 적절한 구성 설정을 수행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HBA 유틸리티에 대한 지침을 검토합니다.

• 대부분의 HBA 공급업체는 HBA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 및 CPU에 따라 LSI-sas2flash(6G)

또는 sas3flash(12G) 유틸리티를 사용하십시오.

• 호스트 컨텍스트 에이전트가 설치된 경우 호스트 I/O 포트가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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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HBA 공급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LSI-sas2flash(6G) 또는 sas3flash(12G)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합니다.

2. 유틸리티를 설치합니다.

3. HBA BIOS를 사용하여 구성에 적합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권장 사항을 설정하려면 의 메모 열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2단계: 구성을 기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PDF를 생성하여 인쇄한 다음 다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프로토콜별 스토리지 구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호스트 식별자입니다

속성 표시기 번호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접속입니다

SAS 주소입니다

1 호스트 _해당 사항 없음 _

2 컨트롤러 A, 포트 1에 연결된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1

3 호스트(이니시에이터) 포트 1이
컨트롤러 B, 포트 1에 연결됩니다

4 컨트롤러 A, 포트 1에 연결된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2

5 컨트롤러 B, 포트 1에 연결된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포트 2

타겟 식별자

권장 구성은 두 개의 대상 포트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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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이름 매핑 중

호스트 OS 유형입니다

호스트에서 스토리지를 검색합니다

새 LUN을 추가할 때 연결된 디스크를 수동으로 재검색하여 검색해야 합니다. 호스트가 새
LUN을 자동으로 검색하지 않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LUN은 Windows 호스트에 디스크로 표시됩니다.

단계

1. 관리자로 로그온합니다.

2. 스토리지를 검색하려면 Windows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echo rescan | diskpart

3. 새 스토리지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echo list disk | diskpart

호스트에서 스토리지를 구성합니다

Windows 호스트가 LUN을 처음 검색할 때 새 LUN이 오프라인 상태이고 파티션 또는 파일
시스템이 없으므로 볼륨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Windows에서 초기화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파일 시스템으로 LUN을 포맷할 수 있습니다.

GPT 또는 MBR 파티션 테이블을 사용하여 디스크를 기본 디스크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TFS(New

Technology File System)와 같은 파일 시스템으로 LUN을 포맷합니다.

필요한 것

호스트에서 검색된 LUN입니다.

단계

1. Windows 명령 프롬프트에서 dkpart 컨텍스트를 입력합니다.

> diskpart

2. 사용 가능한 디스크 목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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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disk

3. 온라인으로 가져올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 select disk 1

4. 디스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 online disk

5. 파티션을 생성합니다.

> create partition primary

Windows Server 2008 이상에서는 파티션을 만든 직후 디스크를 포맷하고 이름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지침에 따라 파티션을 포맷하고 이름을 지정하려면 프롬프트에서 * Cancel

* 을 선택하십시오.

6.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합니다.

> assign letter=f

7. 디스크를 포맷합니다.

> format FS=NTFS LABEL=”New Volume” QUICK

8. diskpart 컨텍스트를 종료합니다.

> exit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액세스를 확인합니다

볼륨을 사용하기 전에 호스트가 LUN에 데이터를 쓰고 다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LUN을 초기화하고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해야 합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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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LUN에 있는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에 씁니다.

> echo test file > f:\\test.txt

2. 파일을 읽고 데이터가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type f:\\test.txt

3. 다중 경로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볼륨 소유권을 변경합니다.

a.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GUI에서 * 스토리지 * > * 볼륨 * 으로 이동한 다음 * 자세히 * > * 소유권 변경 * 을
선택합니다.

b. 볼륨 소유권 변경 대화 상자에서 * 기본 소유자 * 풀다운을 사용하여 목록에 있는 볼륨 중 하나에 대한 다른
컨트롤러를 선택한 다음 작업을 확인합니다.

c. LUN의 파일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dir f:\\

4. 대상 ID를 찾습니다.

dsmUtil 유틸리티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C:\\Program Files \(x86\)\\DSMDrivers\\mppdsm\\dsmUtil.exe -a

5. LUN에 대한 경로를 확인하고 예상 경로 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령의 "<target ID>" 부분에서 이전 단계에서
찾은 대상 ID를 사용합니다.

> C:\\Program Files \(x86\)\\DSMDrivers\\mppdsm\\dsmUtil.exe –g <target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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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업그레이드

컨트롤러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개요

기존 컨트롤러를 교체하여 스토리지 어레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구성 요소

컨트롤러는 보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관리 소프트웨어 기능도 구현합니다.

이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컨트롤러를 다른 모델 또는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모든 컨트롤러를 교체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모든 컨트롤러에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 두 컨트롤러를 동일한 컨트롤러 모델로 교체하지만 다른 DIMM으로 교체하여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DIMM(Dual Inline Memory Module)을 업그레이드합니다.

HIC 업그레이드 시나리오는 이 절차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대신 E-Series 시스템에 대한 HIC 추가,

업그레이드 및 교체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업그레이드 고려 사항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다음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하드웨어 및 펌웨어 요구 사항

• * 이중 및 단일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

이중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경우 두 컨트롤러를 모두 교체합니다. 단일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경우
하나의 컨트롤러를 교체합니다. 두 경우 모두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따라서 교체를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 트레이 및 선반 *

E2800 또는 E5700 컨트롤러 쉘프가 포함된 스토리지 어레이는 SANtricity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일반적으로 관리됩니다.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E2800 또는 E5700

컨트롤러 쉘프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참조하는 다른 모든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는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를 사용합니다.

• * 컨트롤러 배터리 *

새 컨트롤러는 배터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배송됩니다. 가능한 경우 기존 컨트롤러에서 배터리를 분리한 다음
새 컨트롤러에 배터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컨트롤러 업그레이드의 경우 이전 컨트롤러의 배터리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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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 컨트롤러와 함께 배터리를 주문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벤더 식별 *

일부 컨트롤러 업그레이드의 경우 SCSI Inquiry Data의 Vendor ID가 LSI에서 NetApp로 변경됩니다. 공급업체
ID가 LSI에서 NetApp로 변경되면 Windows, VMware, AIX 운영 체제에서 장치를 회수하기 위해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운영 체제에 대한 단계는 이 업그레이드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동기 미러링 및 비동기 미러링 *

스토리지 배열이 동기 미러링에 참여하는 경우 운영 사이트와 원격 사이트 간에 iSCSI 또는 파이버 채널 연결만
지원됩니다. 새 컨트롤러의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구성에 iSCSI 또는 파이버 채널 연결이 포함되지 않으면
동기식 미러링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비동기 미러링의 경우 로컬 스토리지 배열과 원격 스토리지 배열은 서로 다른 버전의 펌웨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최소 펌웨어 버전은 SANtricity 펌웨어 버전 7.84입니다.

• * 스토리지 객체 제한 *

5x00 모델에서 2x00 모델로 컨트롤러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스토리지 어레이 구성은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기존 구성보다 적은 수의 스토리지 객체(예: 볼륨)를 지원합니다. 이전 구성이 스토리지 오브젝트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를 참조하십시오.

새 모델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새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컨트롤러를 교체하는 경우 현재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새 모델을 지원하지 않는 프리미엄
기능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2700 컨트롤러는 기존 Snapshots 프리미엄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2600 컨트롤러를 E2700 컨트롤러로 교체하고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레거시 스냅샷 기능을 사용 중인 경우 컨트롤러를
교체하기 전에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해당 기능과 관련된 모든 볼륨(예: 스냅샷, 저장소)을 삭제 또는 변환해야
합니다. 레거시 스냅샷을 업데이트된 스냅샷 기능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새 컨트롤러에서 지원되지 않는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사용되는 모든 프리미엄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호환성

각 스토리지 어레이 모델에 대해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를 검토합니다.

E2x00에서 E2x00까지

• * 배터리 *: 기존 배터리를 다시 사용합니다.

• * 공급업체 ID *: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 * 기능 지원 *: 기존 스냅샷은 E2700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 SAS-2 쉘프 *: E2800 컨트롤러는 SAS-2 쉘프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E2x00에서 E5x00까지

• * 배터리 *: 새 배터리를 주문합니다.

• * 공급업체 ID *: E2600에서 E5500 또는 E5600으로 업그레이드할 때나 E2700에서 E5400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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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 지원 *:

◦ 기존 스냅샷은 E5500 또는 E5600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기존 RVM(원격 볼륨 미러링)은 iSCSI HIC가 있는 E5500 또는 E5600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iSCSI HIC가 있는 E5500 또는 E5600에서는 Data Assurance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E5700 컨트롤러는 SAS-2 선반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 * SAS-3 쉘프 *: E5400, E5500, E5600 컨트롤러를 SAS-3 쉘프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E5x00에서 E2x00까지

• * 배터리 *: 새 배터리를 주문합니다.

• * 공급업체 ID *: E5500 또는 E5600에서 E2600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또는 E5400에서 E2700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 * 기능 지원 *: 기존 스냅샷은 E2700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 SAS-3 쉘프 *: E5400, E5500, E5600 컨트롤러를 SAS-3 쉘프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E5x00에서 E5x00까지

• * 배터리 *: 기존 배터리를 다시 사용합니다.

• * 공급업체 ID *: E5400에서 E5500 또는 E5600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 * 기능 지원 *:

◦ 기존 스냅샷은 E5500 또는 E5600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iSCSI HIC가 있는 E5400 또는 E5500에서는 기존 RVM(원격 볼륨 미러링)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iSCSI HIC가 있는 E5400 또는 E5500에서는 Data Assurance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E5700 컨트롤러는 SAS-2 선반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 * SAS-3 쉘프 *: E5400, E5500, E5600 컨트롤러를 SAS-3 쉘프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EF5x0에서 EF5x0으로

• * 배터리 *: 기존 배터리를 다시 사용합니다.

• * 공급업체 ID *: EF540을 EF550 또는 EF560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 * 기능 지원 *:

◦ EF550/EF560에 대한 기존 스냅샷 없음

◦ iSCSI를 지원하는 EF550/EF560의 Data Assurance는 없으며

◦ EF570 컨트롤러는 SAS-3 쉘프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 * SAS-3 쉘프 *: EF540, EF550 및 EF560 컨트롤러를 SAS-3 쉘프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SAS 엔클로저

E5700은 헤드 업그레이드를 통해 DE5600 및 DE6600 SAS-2 엔클로저를 지원합니다. E5700 컨트롤러가 SAS-2

케이스에 설치되면 기본 호스트 포트 지원이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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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2 쉘프 SAS-3 쉘프

SAS-2 쉘프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포함합니다.

• DE1600, DE5600 및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

• E5400, E5500 및 E5600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 EF540, EF550 및 EF560 Flash Array

• E2600 및 E2700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SAS-3 쉘프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포함합니다.

• E2800 컨트롤러 쉘프

• E5700 컨트롤러 쉘프

• DE212C, DE224C, DE460C 드라이브 쉘프

SAS-2에서 SAS-3에 대한 투자 보호

새로운 SAS-3 컨트롤러 쉘프(E57XX/EF570/E28XX) 뒤에 사용하도록 SAS-2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Feature Product Variance Request(FPVR)가 필요합니다. FPVR을 파일로
첨부하려면 영업 팀에 문의하십시오.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준비합니다

Drive Security 키(사용하는 경우)를 저장하고, 일련 번호를 기록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고(사용하는 경우)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여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합니다.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계

1. 기존 스토리지 어레이를 현재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운영 체제(컨트롤러 펌웨어)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를 보려면 [업그레이드 센터]

메뉴로 이동합니다.

SANtricity OS 버전 8.50을 지원하는 컨트롤러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새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전원을 켠 후에 SANtricity OS의 최신 버전과 최신 NVSRAM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지 않으면 ALB(자동 로드 밸런싱)에 맞게 스토리지 배열을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보안 지원 드라이브가 설치되어 있고 전체 컨트롤러 교체를 수행하려는 경우 다음 표를 참조하여 보안 유형(내부
또는 외부) 및 드라이브 상태에 대한 적절한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보안 지원 드라이브가 설치되어 있지 * 않은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뛰고 표 아래의 3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표의 일부 단계에서는 CLI(Command Line Interface)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명령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명령줄 인터페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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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유형 및 컨텍스트 단계

내부 키 관리,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가 잠겨 있습니다 내부 보안 키 파일을 관리 클라이언트의 알려진
위치(System Manager 액세스에 사용되는 브라우저가

있는 시스템)로 내보냅니다. 를 사용합니다 export

storageArray securityKey CLI 명령: 보안 키와
관련된 암호를 제공하고 키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외부 키 관리, 모든 드라이브 잠김, 컨트롤러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내부 키 관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권장).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합니다.

a. 외부 KMS 서버 주소 및 포트 번호를 기록합니다.

System Manager에서 설정 [시스템 > 보안 키 관리
> 키 관리 서버 설정 보기/편집] 메뉴로 이동합니다.

b. 로컬 호스트에서 클라이언트 및 서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컨트롤러 교체가 완료된
후 스토리지 어레이와 키 관리 서버가 서로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를 사용합니다 save

storageArray

keyManagementCertificate 인증서를
저장하는 CLI 명령입니다. 명령을 와 함께 두 번

실행해야 합니다 certificateType 매개 변수를

로 설정합니다 client, 및 매개 변수가 로 설정된

다른 가 표시됩니다 server.

c. 'disable storageArray externalKeyManagement'

CLI 명령어를 실행하여 내부 키 관리로 전환합니다.

d. 내부 보안 키 파일을 관리 클라이언트의 알려진
위치(System Manager 액세스에 사용되는
브라우저가 있는 시스템)로 내보냅니다. 를

사용합니다 export storageArray

securityKey CLI 명령: 보안 키와 관련된 암호를
제공하고 키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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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유형 및 컨텍스트 단계

외부 키 관리, 모든 드라이브 잠김, 컨트롤러 교체를 위해
내부 키 관리로 일시적으로 전환할 수 없음 *.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합니다.

a. 외부 KMS 서버 주소 및 포트 번호를 기록합니다.

System Manager에서 설정 [시스템 > 보안 키 관리
> 키 관리 서버 설정 보기/편집] 메뉴로 이동합니다.

b. 로컬 호스트에서 클라이언트 및 서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컨트롤러 교체가 완료된
후 스토리지 어레이와 키 관리 서버가 서로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를 사용합니다 save

storageArray

keyManagementCertificate 인증서를
저장하는 CLI 명령입니다. 명령을 와 함께 두 번

실행해야 합니다 certificateType 매개 변수를

로 설정합니다 client, 및 매개 변수가 로 설정된

다른 가 표시됩니다 server.

c. 내부 보안 키 파일을 관리 클라이언트의 알려진
위치(System Manager 액세스에 사용되는
브라우저가 있는 시스템)로 내보냅니다. 를

사용합니다 export storageArray

securityKey CLI 명령: 보안 키와 관련된 암호를
제공하고 키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외부 키 관리, 부분 드라이브 잠금 추가 단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 인증서를 검색하려면 스토리지 배열이 최적 상태여야 합니다. 인증서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 새 CSR을 생성하고 CSR에 서명한 후 EKMS(외부 키 관리 서버)에서 서버 인증서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3. 스토리지 배열의 일련 번호를 기록합니다.

a. System Manager에서 Support [Support Center > Support Resources]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아래로 스크롤하여 * 자세한 스토리지 배열 정보 시작 * 을 선택한 다음 * 스토리지 배열 프로파일 * 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보고서가 나타납니다.

c. 스토리지 배열 프로파일 아래에서 섀시 일련 번호를 찾으려면 * 찾기 * 텍스트 상자에 * 일련 번호 * 를 입력한
다음 * 찾기 * 를 클릭합니다.

일치하는 모든 용어가 강조 표시됩니다. 모든 결과를 한 번에 하나씩 스크롤하려면 * 찾기 * 를 계속 클릭합니다.

d. 섀시 일련 번호 기록을 만듭니다.

의 단계를 수행하려면 이 일련 번호가 필요합니다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

4. GUI 또는 CLI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의 지원 번들을 수집하고 저장하려면 스토리지 관리자에서 System Manager 또는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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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창을 사용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하고 * 수집 * 을 클릭합니다.

▪ Array Management Window 도구 모음에서 Monitor [Health > Collect Support Data Manually]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이름을 입력하고 지원 번들을 저장할 시스템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upport-data.7z’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선반에 서랍이 있는 경우 해당 셸프의 진단 데이터는 "tray-component-state-capture.7z"라는 별도의 압축 파일에
보관됩니다.

◦ CLI를 이용하여 'Save storageArray supportData' 명령어를 실행하여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데이터를 수집한다.

5.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a.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b.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c.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6. 스토리지 배열이 미러링 관계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모든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7. 비동기식 또는 동기식 미러링을 사용하는 경우 미러링된 쌍을 삭제하고 System Manager 또는 Array

Management 창을 통해 미러링 관계를 비활성화하십시오.

8. 씬 프로비저닝된 볼륨이 호스트에 씬 볼륨으로 보고되고 이전 어레이에서 UNMAP 기능을 지원하는 펌웨어(8.25

펌웨어 이상)를 실행 중인 경우 모든 씬 볼륨에 대해 Write Back Caching을 해제합니다.

a. System Manager에서 Storage [Volumes]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임의의 볼륨을 선택한 다음 MENU: More [Change cache settings](추가 [캐시 설정 변경])를 선택합니다.

캐시 설정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모든 볼륨이 이 대화 상자에 나타납니다.

c. 기본 * 탭을 선택하고 읽기 캐싱 및 쓰기 캐싱 설정을 변경합니다.

d. 저장 * 을 클릭합니다.

e.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디스크로 플러시될 때까지 5분 정도 기다립니다.

9. 컨트롤러에서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이 활성화된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여 SAML

인증을 비활성화하십시오.

SAML이 활성화된 후에는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SAML을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SAML 구성을 비활성화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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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행 중인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a. System Manager의 * Home * 페이지에서 * View Operations in Progress * 를 선택합니다.

b. 계속하기 전에 * 작업 진행 중 * 창에 표시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1.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전원을 끕니다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모든 LED가 어두워지기를 기다립니다.

12.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에 연결된 각 드라이브 트레이의 전원을 끕니다

모든 드라이브가 스핀다운될 때까지 2분 정도 기다립니다.

다음 단계

로 이동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준비한 후 컨트롤러를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컨트롤러를 제거합니다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모든 케이블을 분리하고 SFP

트랜시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 밖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ESD 밴드나 기타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각 컨트롤러에 대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이중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모든 단계를 반복하여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단계

1. ESD 밴드를 착용하거나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2. 기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HIC 구성에 따라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한
후 일부 케이블을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인터페이스 및 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광섬유 케이블이 있는 경우 두 개의 분리 레버를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 레버를 열면 광섬유 케이블 분리 탭을 더 쉽게 누를 수 있습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4. 기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파이버 채널 HIC 또는 InfiniBand HIC가 포함된 경우 SFP+(Small Form-factor

Pluggable) 트랜시버(파이버 채널용) 또는 QSFP+(Quad SFP+) 트랜시버(InfiniBand용)를 HIC에서 제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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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합니다.

5. 컨트롤러 A를 제거합니다

a. 릴리스 핸들을 잠금 해제하고 회전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해제합니다.

b. 분리 손잡이와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빼냅니다

다음 그림은 컨트롤러 모델의 분리 핸들에 대한 일반 위치의 예입니다. 컨트롤러 쉘프와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는 릴리스 핸들에 대한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6. 분리 레버를 위로 올리고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근처의 정전기가 없는 평평한 표면에 기존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설치합니다. 상단 덮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배치합니다.

7. (조건부) 이중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모든 단계를 반복하여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새 컨트롤러의 기존 컨트롤러에서 배터리를 사용하려면 섹션의 다음 부분으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로 이동합니다
"새 컨트롤러를 설치합니다".

2단계: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이전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배터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단계

1. 이전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상단 덮개 래치 단추 두 개를 아래로 누르고 상단 덮개를 캐니스터 뒤쪽으로 밉니다.

2.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모델에 따라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수행하여 기존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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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600 또는 E2700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경우, 배터리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고정하는 나비 나사를
풉니다.

◦ E5400, EF540, E5500, EF550, E5600, 또는 EF600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를 열고 배터리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고정하는 탭을 놓습니다.

3. 기존 컨트롤러 캐니스터 뒤쪽으로 밀어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다음 단계

로 이동합니다 "새 컨트롤러를 설치합니다".

새 컨트롤러를 설치합니다

이전 컨트롤러를 제거한 후에는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에 새 컨트롤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각 컨트롤러에 대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이중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모든 단계를 반복하여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설치합니다.

필요한 것

• ESD 밴드나 기타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나온 배터리 또는 주문한 새 배터리입니다.

•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

1단계: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분리한 배터리 또는 주문한 새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단계

1.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포장을 풀고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설치합니다.

2. 덮개 단추를 누르고 덮개를 밀어 분리합니다.

3. 배터리 슬롯이 사용자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방향을 맞춥니다.

4. 컨트롤러 모델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E2600 또는 E2700 컨트롤러 모델:

i. 배터리 회로 보드를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 앞쪽으로 밀어 삽입합니다.

ii. 나비나사를 조여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 카드에 배터리 회로 보드를 고정합니다.

iii. 상단 래치 커버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넣어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상단 덮개를 다시 설치합니다.

래치가 제자리에 고정되면 래치 하단이 섀시의 금속 슬롯에 후크됩니다.

◦ 기타 컨트롤러 모델의 경우:

i.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배터리를 삽입합니다.

새 캐니스터의 벽에 있는 리벳 아래에 유지되도록 배터리를 캐니스터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ii. 잠금 핸들을 45도 각도로 유지하면서 배터리 하단의 커넥터를 캐니스터의 커넥터에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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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배터리를 아래로 누르고 잠금 핸들을 위로 움직여 컨트롤러 배터리를 컨트롤러
케이스에 고정합니다.

컨트롤러 배터리가 E5XX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에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컨트롤러 배터리를 밀어 빼낸 후 다시 삽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 그리고
핸들을 움직일 때 잠금 핸들이 똑바로 선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안전합니다.

iv. 상단 래치 커버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넣어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상단 덮개를 다시 설치합니다.

래치가 제자리에 고정되면 래치 하단이 섀시의 금속 슬롯에 후크됩니다.

5.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어 배터리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 설치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설치합니다.

단계

1.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완전히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에 밀어 넣습니다 분리 레버를 컨트롤러 캐니스터 중앙을
향해 돌려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2.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파이버 채널 HIC 또는 InfiniBand HIC가 있으면 SFP+ 트랜시버(파이버 채널) 또는
QSFP+ 트랜시버(InfiniBand)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하고 호스트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HIC에 따라 기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분리한 SFP+ 트랜시버 또는 QSFP+ 트랜시버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와 드라이브 트레이 사이의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드라이브 케이블 연결 구성이 이전 컨트롤러와 동일한 경우 케이블에 연결한 레이블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올바르게
다시 연결합니다.

이전 모델에서 E2700 컨트롤러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드라이브 케이블 연결 구성이 이전
컨트롤러에 사용된 구성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E2800 및 E5700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고 드라이브 보안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로 이동합니다 "드라이브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 이동합니다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

드라이브 잠금을 해제합니다

E2800 및 E5700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러한 컨트롤러의 드라이브 보안 기능은
드라이브를 부분적으로,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잠급니다. 드라이브 보안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이러한 드라이브를 수동으로 잠금 해제해야 합니다.

다음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 내부 키 관리

• 외부 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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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키 관리

모든 드라이브가 잠겨 있을 때 내부 키 관리를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새로 바꾼 컨트롤러는 * L5 * 의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코드로 잠깁니다. 이 잠금은 드라이브가 자동 모드 동기화
(ACS)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보안 키를 가져오면 ACS가 새 컨트롤러를 다시 시작하고 업데이트합니다.

관리 포트 1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기본 IP 주소를 사용해 봅니다. + Ctrl A 포트 1:

192.168.128.101 + Ctrl A 포트 2: 192.168.128.102 + Ctrl 포트 1: 192.168.129.101 + Ctrl B 포트
2: 192.168.129.102

단계

1. 스토리지 어레이와 SANtricity 클라이언트의 랩톱 또는 PC 간에 직접 전용 이더넷을 연결합니다. 방법:

a. RJ45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랩톱을 컨트롤러 A의 관리 포트 1에 연결합니다

b. 연결을 완료하려면 랩톱을 컨트롤러 A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는 IP 주소에 할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잠글 때 컨트롤러 A의 관리 주소는 기본적으로 192.168.128.101입니다. 따라서 랩톱을 "192.168.128.201"과
같은 서브넷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2. username * admin * 과 패스워드가 비어 있는 IP 주소 192.168.128.101을 사용하여 을 사용하여 내부 키를

가져옵니다 import storageArray securityKey file 에서 보안 키를 저장한 상태에서 CLI 명령을
실행합니다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준비합니다". 이 명령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명령줄
인터페이스 참조".

◦ 예: * s Mcli 192.168.128.101 -u admin -c "import storageArray securityKey file=\"Directory & filename\"

passphrase=\"passPhasspeaseString\";"

또는 다음 호출을 통해 REST API를 통해 내부 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storage-systems/{system-

id}/security-key/import

컨트롤러는 드라이브의 자동 코드 동기화 프로세스를 계속 수행하고 재부팅합니다. 재부팅 후 컨트롤러는 원래 IP

구성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외부 키 관리

모든 드라이브가 잠겨 있을 때 외부 키 관리를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새로 바꾼 컨트롤러는 * L5 * 의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코드로 잠깁니다. 이 잠금은 드라이브가 자동 모드 동기화
(ACS)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보안 키를 가져오면 ACS가 새 컨트롤러를 다시 시작하고 업데이트합니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 인증서를 검색하려면 스토리지 배열이 최적 상태여야 합니다. 인증서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 새 인증서 서명 요청(CSR)을 생성한 다음 외부 키 관리 서버에서 서버 인증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어레이와 SANtricity 클라이언트의 랩톱 또는 PC 간에 직접 전용 이더넷을 연결합니다. 방법:

a. RJ45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랩톱을 컨트롤러 A의 관리 포트 1에 연결합니다

b. 연결을 완료하려면 랩톱을 컨트롤러 A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는 IP 주소에 할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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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글 때 컨트롤러 A의 관리 주소는 기본적으로 192.168.128.101입니다. 따라서 랩톱을 "192.168.128.201"과
같은 서브넷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이름 * admin * 과 비밀번호 공백으로 기본 IP 주소 192.168.128.101을 사용하여 를 사용하여 외부 키 관리

서버를 설정합니다 set storageArray externalKeyManagement 명령을 사용하여 를 제공합니다

serverAddress 및 serverPort 에서 저장되었습니다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준비합니다". 이 명령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명령줄 인터페이스 참조".

◦ 예: * s Mcli 192.168.128.101 -u admin -c "set storageArray externalKeyManagement

serverAddress=<ServerIPAddress>serverPort=<serverPort>;"

또는 다음 호출을 통해 REST API를 통해 외부 키 관리 서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torage-

systems/{system-id}/external-key-server

3. 사용자 이름 * admin * 과 비어 있는 암호를 사용하여 기본 IP 주소 192.168.128.101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storageArray keyManagementCertificate CLI 명령: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대해 한 번, 서버
인증서에 대해 두 번째.

◦ 예 A: * s Mcli 192.168.128.101 -u admin -c "download storageArray keyManagementCertificate

certificateType=client file=\"Directory & filename\";""

◦ 예 B: * s Mcli 192.168.128.101 -u admin -c "download storageArray keyManagementCertificate

certificateType=server file=\"Directory & filename\";""

또는 다음 호출을 통해 REST API를 통해 키서버 인증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storage-

systems/{system-id}/external-key-server/certificate

4. 에서 저장된 보안 키를 사용합니다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준비합니다"에서 외부 키를 사용자 이름 * admin * 과 빈
암호를 사용하여 IP 주소 192.168.128.101로 가져옵니다.

◦ 예: * s Mcli 192.168.128.101 -u admin -c "import storageArray securityKey file=\"Directory & filename\"

passphrase=\"passPhasspeaseString\";"

또는 다음 호출을 통해 REST API를 통해 외부 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storage-systems/{system-

id}/security-key/import

컨트롤러는 드라이브의 자동 코드 동기화 프로세스를 계속 수행하고 재부팅합니다. 재부팅 후 컨트롤러는 원래 IP

구성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켜고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버전을 검증하여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중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모든 단계를 반복하여 두 번째 컨트롤러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

1단계: 컨트롤러 전원을 켭니다

컨트롤러 쉘프가 올바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켜십시오.

단계

1.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에 연결된 각 드라이브 트레이 뒤쪽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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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라이브가 회전할 때까지 2분 정도 기다립니다.

3.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후면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4. 전원 켜기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3분 정도 기다립니다.

5. E2800 또는 E5700 컨트롤러에 대한 전체 컨트롤러 교체를 수행하는 경우 드라이브 보안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진행하십시오.

전체 컨트롤러 교체 유형 절차 및 사전 요구 사항

모든 비보안 드라이브, 외부 또는 내부 키 관리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보안 및 비보안 드라이브 혼합, 내부 키 관리 먼저 내부 보안 키를 생성한 다음 보안 키를 수동으로
가져와 보안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드라이브의 잠금이 해제되면 드라이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 내부 보안 키를 생성합니다

b. 내부 키 관리 및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가 고정된
컨트롤러 교체

모든 보안 드라이브, 내부 키 관리 내부 키 관리 및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가 고정된
컨트롤러 교체

보안 및 비보안 드라이브 혼합, 외부 키 관리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컨트롤러 교체를 수행하면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외부 키
관리 서버와 재동기화되고 드라이브가 잠금 해제되고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내부 키 관리 기능이 있는 혼합 보안
드라이브의 컨트롤러 교체를 수행한 후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잠금 코드 'L5’를
받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모든 보안 드라이브, 외부 키 관리, 컨트롤러 교체 절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내부 키 관리로 전환했습니다

먼저 내부 키 관리 절차를 사용하여 보안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한 후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새 외부 보안 키를 생성하여 외부
키 관리로 다시 전환합니다.

a. 내부 키 관리 및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가 고정된
컨트롤러 교체

b. 외부 보안 키를 만듭니다

모든 보안 드라이브, 외부 키 관리, 컨트롤러 교체 절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내부 키 관리로 전환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부 키 관리 및 모든 드라이브가 보호되는 컨트롤러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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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컨트롤러 및 트레이 상태를 확인합니다

LED 및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컨트롤러 및 트레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컨트롤러 A의 LED를 확인하여 올바르게 부팅되는지 확인합니다.

재부팅 중 호스트 링크 서비스 작업 필요 LED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OS+SD+블랭크
시퀀스가 표시되어 컨트롤러가 일일 시작(SOD) 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컨트롤러 재부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두 번째 컨트롤러의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일치하는 트레이 ID가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의 서비스 조치 필요 LED 중 하나라도 _ ON _ 이거나 컨트롤러 서비스 조치 필요 LED가
_ ON _ 인 경우:

a.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고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다시 설치합니다.

b.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서비스 조치 필요 LED와 컨트롤러 서비스 조치 필요 LED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3. 이중 구성의 경우 컨트롤러 B에 대해 1단계부터 2단계까지 반복합니다

4. 상태 표시등과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있는 모든 트레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구성 요소의 주의 상태가 필요하면 Recovery Guru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3단계: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

새 컨트롤러가 올바른 운영 체제(컨트롤러 펌웨어) 레벨 및 NVSRAM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SANtricity 11.30 및 컨트롤러 펌웨어 8.30을 지원하지 않는 컨트롤러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새 컨트롤러에서
실행되는 버전이 원래 컨트롤러에서 마지막으로 실행되었던 버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전
컨트롤러에서 지원하는 최신 릴리즈입니다. 필요한 경우 새 컨트롤러에 적절한 버전을 설치합니다.

◦ SANtricity 11.30 및 컨트롤러 펌웨어 8.30을 실행하는 컨트롤러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새 컨트롤러의 전원을
켠 후 최신 NVSRAM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2. 컨트롤러 업그레이드에 프로토콜 변경(예: Fibre Channel에서 iSCSI로)이 포함되어 있고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이미 정의된 호스트가 있는 경우 새 호스트 포트를 호스트와 연결합니다.

a. System Manager에서 Storage [Hosts] 메뉴를 선택합니다.

b. 포트를 연결할 호스트를 선택한 다음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현재 호스트 설정을 보여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c. 호스트 포트 * 탭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현재 호스트 포트 식별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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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각 호스트와 연결된 호스트 포트 식별자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이전 호스트 어댑터의 호스트 포트 ID를 새
호스트 어댑터의 새 호스트 포트 ID로 교체하십시오.

e. 각 호스트에 대해 d 단계를 반복합니다.

f. 저장 * 을 클릭합니다.

호환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및 "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3. 헤드스왑을 준비하는 동안 모든 씬 볼륨에 대해 Write Back Caching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 Write Back

Caching을 다시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a. System Manager에서 Storage [Volumes]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임의의 볼륨을 선택한 다음 MENU: More [Change cache settings](추가 [캐시 설정 변경])를 선택합니다.

캐시 설정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모든 볼륨이 이 대화 상자에 나타납니다.

c. 기본 * 탭을 선택하고 읽기 캐싱 및 쓰기 캐싱 설정을 변경합니다.

d. 저장 * 을 클릭합니다.

4. 헤드스왑을 준비하는 동안 SAML이 비활성화된 경우 SAML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a. System Manager에서 설정 [액세스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b. SAML * 탭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의 지침을 따릅니다.

5. GUI 또는 CLI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System Manager 또는 Storage Manager의 Array Management Window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의
지원 번들을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하고 * 수집 * 을 클릭합니다.

▪ Array Management Window 도구 모음에서 Monitor [Health > Collect Support Data Manually]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이름을 입력하고 지원 번들을 저장할 시스템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upport-data.7z’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선반에 서랍이 있는 경우 해당 셸프의 진단 데이터는 "tray-component-state-capture.7z"라는 별도의 압축 파일에
보관됩니다

◦ CLI를 이용하여 'Save storageArray supportData' 명령어를 실행하여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데이터를 수집한다.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스토리지 어레이 구성의 변경 사항에 대해 NetApp 기술 지원 부서에 알립니다.

a. 에서 기록한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일련 번호를 가져옵니다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준비합니다.

b. NetApp Support 사이트 에 로그인합니다 "mysupport.netapp.com/eservice/assistant".

c. 범주 1 * 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 제품 등록 * 을 선택합니다.

d. Comments 텍스트 상자에 다음 텍스트를 입력하여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의 일련 번호를 일련 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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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합니다.

'일련 번호: 일련 번호에 대한 경고를 작성하십시오. 알림 이름은 "E-Series 업그레이드"여야 합니다. 알림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의: 이 시스템의 컨트롤러는 원래 구성에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교체 컨트롤러를 주문하기 전에 컨트롤러
구성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었음을 디스패치에 알립니다.

a. 양식 하단의 * 제출 *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로 인해 공급업체 ID가 LSI에서 NetApp로 변경되는 경우, 로 이동하십시오 "공급업체를 LSI에서
NetApp로 변경한 후 볼륨을 다시 마운트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컨트롤러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정상 운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를 LSI에서 NetApp로 변경한 후 볼륨을 다시 마운트합니다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로 인해 공급업체 ID를 LSI에서 NetApp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호스트
유형에 적합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 AIX 호스트에서 볼륨을 다시 마운트합니다

• VMware 호스트에 볼륨을 다시 마운트합니다

• Windows 호스트에서 볼륨을 다시 마운트합니다

AIX 호스트에서 볼륨을 다시 마운트합니다

컨트롤러를 교체한 후 호스트가 스토리지 배열의 새 볼륨을 표시하지만 원래 볼륨은 실패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실패한 볼륨이 나타나면 "cfgmgr" 명령을 실행합니다.

VMware 호스트에 볼륨을 다시 마운트합니다

컨트롤러를 교체한 후 다음 조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VMware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볼륨에 대한 새 경로를 표시하지만 원래 경로도 비활성 경로로 표시합니다.

• 호스트는 스토리지 배열의 볼륨을 LSI 공급업체 ID가 있는 것으로 계속 표시합니다. 이 문제는 시작 시 LSI 규칙에
의해 볼륨이 요청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볼륨이 다시 온라인 상태로 돌아올 때 동일한 LSI 규칙을 계속
사용합니다.

• 표시 이름은 LSI에서 NetApp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초기 검색 후 표시 이름이 무료
테스트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 이름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각 호스트에서 재검색을 수행합니다.

2. 이 하위 시스템에 대한 모든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3. NetApp 규칙에 따라 볼륨을 재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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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xcli storage core device list 명령을 실행합니다. 명령의 출력을 확인하여 이름이 aa.xxxx인 볼륨을
식별하십시오.

b. LSI 공급업체 ID를 NetApp로 변경하려면 daim -d naa.xxxxx 명령을 실행하여 daesxcli storage core

disclaim -d na.xxxxx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Windows 호스트에서 볼륨을 다시 마운트합니다

컨트롤러를 교체한 후에는 연결된 호스트가 업그레이드된 스토리지 어레이에 있는 볼륨으로 I/O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Windows 호스트에 볼륨을 다시 마운트해야 합니다.

단계

1. 장치 관리자 * 에서 * 숨김 장치 표시 * 를 선택합니다.

2. 장치 관리자 * 에 나열된 각 NetApp SCSI 디스크 장치에 대해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 제거 * 를
선택합니다.

호스트를 재부팅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된 대화 상자가 Windows에 표시되는 경우 하드웨어를 검색하고
재부팅하기 전에 모든 볼륨의 제거를 완료합니다.

3. 장치 관리자 * 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 하드웨어 변경 사항 검색 * 을 선택합니다.

4. 호스트를 재부팅합니다.

새로운 SAS-3 컨트롤러 쉘프 뒤에서 SAS-2 시스템을 재구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새 SAS-3 컨트롤러 쉘프 뒤에 사용할 SAS-2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SAS-2 어레이에는 E2700, E5550/EF5500, E5600/EF560이 포함됩니다. 승인된 SAS-2 드라이브 쉘프에는
DE1600, DE5600, DE66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SAS-3 어레이에는 E2800 및 E5700/EF570이 포함됩니다.

승인된 SAS-3 드라이브 쉘프에는 DE212C, DE224C 및 DE460C가 포함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절차에서는 승인된 SAS-2 어레이에서 컨트롤러 쉘프를 드라이브 쉘프로 변환한 다음, 데이터 보존 없이 승인된
새로운 SAS-3 어레이 및 드라이브 쉘프 뒤에 쉘프를 배치합니다.

이 절차는 IOM12 및 IOM12B 드라이브 쉘프에 적용됩니다.

IOM12B 모듈은 SANtricity OS 11.70.2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IOM12B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컨트롤러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음이 필요합니다.

• 기능 제품 차이 요청(FPVR)이 있어야 합니다. FPVR을 파일로 첨부하려면 NetApp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이 절차를 시도하기 전에 FPVR을 취득하지 못하면 드라이브 장애가 발생하고 컨트롤러가 잠길 수
있습니다.

•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으면 NetApp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지원 없이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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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백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NetApp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문의하여 이 절차를 지원받으십시오.

• 두 어레이가 절차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기존 어레이 *: 전원이 켜진 SANtricity OS 8.25 이상이 있는 기존 어레이

◦ * 새 어레이 *: 새 어레이의 포장을 풀고 전원을 끕니다.

• 드라이브 쉘프로 변환할 SAS-2 컨트롤러 쉘프의 일련 번호를 기록합니다.

1단계: 컨트롤러 전원 끄기(데이터 보존 제외)

컨트롤러의 전원을 끄기 전에 모든 작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단계

1. 기존 SAS-2 어레이에 여전히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모든 볼륨 그룹을 삭제하고 두 컨트롤러의 전원을 모두 끄고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2. 드라이브 쉘프로 변환할 SAS-2 컨트롤러 쉘프의 일련 번호를 기록합니다.

3. 기존 어레이에 드라이브 보안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 키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컨트롤러 설치(비 데이터 보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어레이의 컨트롤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기존 어레이에서 두 컨트롤러를 모두 IOM 또는 ESM으로 교체합니다.

2. 가능한 경우 기존 어레이의 호스트 케이블과 네트워크 케이블을 사용하여 새 어레이의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새 어레이의 호스트 연결에 따라 다른 케이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새 어레이의 컨트롤러 뒤에 있는 드라이브 쉘프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기존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와 연결된 드라이브 트레이는 드라이브 쉘프가 되며 새 어레이의 컨트롤러에
케이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SAS-2를 SAS-3에 연결하려면 SAS HD-미니 SAS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특정 컨트롤러 및 확장
쉘프 구성에 대한 자세한 케이블링 정보는 를 참조하십시오 "케이블 연결" 또는 을 누릅니다 "E-

Series 하드웨어 케이블 연결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3단계: 컨트롤러 전원 켜기(비 데이터 보존)

설치가 완료되면 컨트롤러의 전원을 켜고 구성 변경 사항을 NetApp 기술 지원 부서에 제출합니다.

단계

1. 연결된 드라이브 쉘프를 비롯한 새 어레이의 전원을 켭니다.

2. 를 설치하여 관리 포트와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SANtricity 빠른 연결" 유틸리티.

3. 기존 어레이에서 드라이브 보안을 사용 중인 경우 보안 키를 가져옵니다.

4. 이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기존 어레이에서 볼륨 그룹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외부 드라이브를 기본 드라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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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드라이브를 기본 드라이브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5. 구성 변경 사항을 NetApp 기술 지원 부서에 보냅니다.

a. 2단계에서 기록한 이전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의 일련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b. 에 로그인합니다 "NetApp Support 사이트".

c. 피드백 범주 * 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 설치된 제품 > 서비스 해제 요청 * 을 선택합니다.

d. 케이스 생성 * 을 선택합니다.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의 일련 번호를 일련 번호로 대체하면서 * Comments *

텍스트 상자에 다음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소유 권한이 시스템의 다른 일련 번호로 이동되었으므로 이 일련 번호를 사용 중단하십시오. SN 노트에서
참조하십시오

e. 제출 * 을 선택합니다.

완료된 SAS-2-SAS-3 구성 변경은 NetApp 기술 지원 팀에 제출됩니다.

SANtricity OS를 참조하십시오

SANtricity OS 업그레이드 개요

운영 체제 및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최신 버전의 SANtricity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 절차에는 다음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일 컨트롤러 — 스토리지 어레이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절차 및 선택적으로 IOM 펌웨어 및
NVSRAM(Nonvolatile Static Random Access Memory)을 포함합니다.

• 다중 컨트롤러 — 같은 유형의 여러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 드라이브 — 드라이브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지침을 포함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을 검토하십시오 "업그레이드 고려 사항".

업그레이드 고려 사항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다음 업그레이드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단일 또는 다중)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이러한 주요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현재 버전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현재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 단일 컨트롤러의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지원 [업그레이드 센터] 메뉴로 이동한
다음 *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 * 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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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컨트롤러의 경우 SANtricity Unified Manag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검색된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 관리
*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버전은 *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 열에 표시됩니다. 각 행에서 SANtricity OS 버전을
클릭하면 컨트롤러 펌웨어 및 NVSRAM 정보를 팝업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포함된 구성 요소

SANtricity OS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 * System Manager * — System Manager는 스토리지 어레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 컨트롤러 펌웨어 * — 컨트롤러 펌웨어는 호스트와 볼륨 간의 I/O를 관리합니다.

• * IOM 펌웨어 * — I/O 모듈(IOM) 펌웨어는 컨트롤러와 드라이브 쉘프 간의 연결을 관리합니다. 또한 구성 요소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 * Supervisor 소프트웨어 * — Supervisor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컨트롤러의 가상 머신입니다.

별도로 업그레이드할 구성 요소입니다

다음 구성 요소는 별도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 * 컨트롤러 NVSRAM * — 컨트롤러 NVSRAM은 컨트롤러의 기본 설정을 지정하는 컨트롤러 파일입니다.

NVSRAM 업그레이드 지침은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지침과 함께 제공됩니다.

• * 드라이브 펌웨어 * — 참조 "드라이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 * 다중 경로/장애 조치 드라이버 * —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일부로 호스트의 다중 경로/장애 조치 드라이버도
업그레이드해야 호스트가 컨트롤러와 올바르게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Windows 이외의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I/O 연결이 있으면 해당 호스트의 다중 경로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호환성 정보는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업그레이드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Linux Express 구성", "Windows Express 구성", 또는 "VMware Express 구성".

• * SANtricity Unified Manager * — Unified Manager는 E2800, E5700, EF300, EF600 모델을 비롯한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Unified Manager는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의 일부로, 호스트
시스템에 별도로 설치되는 RESTful API 서버로, 수백 개의 새로운 기존 NetApp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 개요".

• 유틸리티* — 다른 관리 유틸리티는 SANtricity Windows 호스트 유틸리티, SANtricity Linux 호스트 유틸리티 및
SANtricity Windows DSM과 같은 별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틸리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Linux Express 구성", "Windows Express 구성", 또는 "VMware Express 구성".

• * 레거시 시스템 * — 스토리지 시스템이 이전 스토리지 시스템을 포함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일부인 경우 기존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 엔터프라이즈 관리 창(EMW)을 사용하여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보기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의 최신 유지 관리 릴리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중 컨트롤러 및 I/O 처리

스토리지 어레이에 2개의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고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I/O를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에 다음 프로세스가 발생합니다.

1. 컨트롤러 A는 모든 LUN을 컨트롤러 B로 페일오버합니다

2. 컨트롤러 A에서 업그레이드가 발생합니다

3. 컨트롤러 A는 LUN과 모든 컨트롤러 B의 LUN을 백업합니다.

4. 컨트롤러 B에서 업그레이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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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후 컨트롤러 간에 볼륨을 수동으로 재배포하여 볼륨이 올바른 소유 컨트롤러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태 점검

상태 점검은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행됩니다. 이 상태 점검을 통해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요소를
평가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조건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할당된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핫 스페어가 사용 중입니다

• 볼륨 그룹이 불완전합니다

• 단독 운영 실행 중

• 볼륨이 누락되었습니다

• 컨트롤러가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벤트 로그 이벤트의 수가 너무 넘습니다

• 구성 데이터베이스 유효성 검사에 실패했습니다

• DACstore의 이전 버전이 있는 드라이브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지 않고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을 별도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또는 단계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즉시 활성화하거나 나중에 스테이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중에 정품 인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시간 * —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I/O 부하가 더 가벼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I/O 로드 및 캐시 크기에 따라 컨트롤러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는 데 일반적으로 15~2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활성화 중에 컨트롤러가 재부팅되고 페일오버되므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성능이 평소보다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패키지 유형 * —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의 파일을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새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펌웨어의 업그레이드

드라이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이러한 주요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드라이브 호환성

각 드라이브 펌웨어 파일에는 펌웨어가 실행되는 드라이브 유형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정된 펌웨어 파일은
호환되는 드라이브에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는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에 호환성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드라이브 업그레이드 방법

드라이브 펌웨어의 업그레이드 방법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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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그레이드 오프라인 업그레이드

온라인 업그레이드 중에 드라이브는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은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입출력을 계속 처리합니다.

I/O를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라이브에서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 방법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드라이브가 최적의 풀에 있을 때

• 최적의 중복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RAID 1, RAID 5

및 RAID 6)

•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

• 대기 핫 스페어 드라이브

드라이브 펌웨어의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스토리지 어레이가 잠재적인 볼륨
장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볼륨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RAID 1 또는 RAID 5 볼륨 그룹에서 볼륨 그룹의 다른
드라이브가 업그레이드되는 동안 하나의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 RAID 6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다른 드라이브가 업그레이드되는 동안 두 개의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오프라인 업그레이드 중에 동일한 드라이브 유형의 모든
드라이브가 동시에 업그레이드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선택한 드라이브와 연결된 볼륨에 대한 I/O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 드라이브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므로(병렬로) 전체 다운타임이 크게
줄어듭니다. 드라이브에서 오프라인 업그레이드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오프라인 방법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드라이브는 오프라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비중복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RAID 0)

• 최적화되지 않은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입니다

• SSD 캐시 내 드라이브

단일 컨트롤러의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단일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여 최신 기능 및 수정 사항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소프트웨어와 IOM 펌웨어 및 NVSRAM(Nonvolatile Static Random Access

Memory)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선택 사항).

시작하기 전에

• 검토 "업그레이드 고려 사항".

• 컨트롤러 NVSRAM 파일을 OS 펌웨어와 동시에 업그레이드할지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구성 요소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일이 패치되었거나 사용자 정의 버전이고
덮어쓰지 않으려는 경우 컨트롤러 NVSRAM 파일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OM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구성 요소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하지만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일부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려는 경우 또는 기술 지원 부서에서 IOM 펌웨어를 다운그레이드하도록 지시한 경우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펌웨어를 다운그레이드할 수만 있음) IOM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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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지금 또는 나중에 OS 업그레이드를 활성화할지 결정합니다.

나중에 활성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시간 * –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활성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I/O 로드가 가벼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중에 컨트롤러가 페일오버되므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성능이
평소보다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패키지 유형 * –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의 파일을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새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지원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NetApp Support 사이트로 이동하여 새로운 다운로드 가능한 패키지(DLP) 소프트웨어 파일을 관리
호스트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시간은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과 업그레이드 중인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

1. 스토리지 배열에 컨트롤러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거나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플리케이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2개의 컨트롤러가 있는데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I/O 작업을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SG5612 또는 SG5760과 같이 StorageGRID 어플라이언스에서 SANtricity OS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 절차를 계속하기 전에 어플라이언스를 유지보수 모드로 전환하여 I/O 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단계는 StorageGRID 어플라이언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2.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에서 지원 [업그레이드 센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영역에서 * NetApp SANtricity OS 다운로드 * 를 클릭하여 NetApp

Support 사이트를 엽니다.

4.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 E-Series SANtricity OS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 를 선택합니다.

버전 8.42 이상에서는 디지털 서명된 펌웨어가 필요합니다. 서명되지 않은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려고
하면 오류가 표시되고 다운로드가 중단됩니다.

5. 화면의 지시에 따라 사용 중인 컨트롤러 모델에 맞는 최신 OS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NVSRAM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단일 컨트롤러에 대한 NVSRAM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2단계: 소프트웨어 파일을 컨트롤러로 전송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파일을 컨트롤러로 전송하여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는
관리 클라이언트에서 컨트롤러로 복사되고 플래시 메모리의 스테이징 영역에 배치됩니다.

* 데이터 손실 또는 스토리지 배열 손상 위험 * — 업그레이드 중에 스토리지 배열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전원을 유지합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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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 사항). 특정 유지 관리 기간 동안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려는 경우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을 실행하여 주요
스토리지 어레이 문제가 사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ystem Manager의 Upgrade Center(메뉴:

지원 [업그레이드 센터])에서 *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 * 을 선택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태 점검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일부이므로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2. 현재 IOM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려면 * IOM 자동 동기화 일시 중지 * 를 클릭하고 대화 상자의 지침을
따릅니다.

단일 컨트롤러가 있는 스토리지 어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IOM 펌웨어가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다.

3. 시스템 관리자의 업그레이드 센터에서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서 * 업그레이드 시작 * 을
클릭합니다.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하나 이상의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a. 찾아보기 * 를 클릭하고 지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OS 소프트웨어 파일을 탐색하여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b. [찾아보기] * 를 클릭하고 지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NVSRAM 파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 NVSRAM 파일을
선택합니다. 컨트롤러 NVSRAM 파일의 파일 이름은 N2800-830000-000.DLP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 기본적으로 현재 스토리지 배열 구성과 호환되는 파일만 표시됩니다.

▪ 업그레이드할 파일을 선택하면 파일 이름과 크기가 나타납니다.

5. (선택 사항) 업그레이드할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파일을 선택한 경우 지금 파일 전송 * 확인란을 선택하여
활성화하지 않고 컨트롤러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업그레이드 활성화)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시작 * 을 클릭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 중에는 작업을 취소할 수 있지만 전송 또는 활성화 중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7. (선택 사항) 업그레이드된 항목 목록을 보려면 * 로그 저장 * 을 클릭합니다.

이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drive_upgrade_log-timestamp.txt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소프트웨어 파일을 이미 활성화한 경우 로 이동합니다 4단계: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로 이동합니다 3단계: 소프트웨어 파일을 활성화합니다.

3단계: 소프트웨어 파일을 활성화합니다

이전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가 있는 경우에만 이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이 상태를 확인하려면
System Manager 홈 페이지 또는 업그레이드 센터 페이지의 알림 영역에서 알림을 찾습니다.

활성화 작업을 수행하면 현재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가 새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로 교체됩니다. 활성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후에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에서 지원 [업그레이드 센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영역에서 * 활성화 * 를 클릭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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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 사항) 업그레이드된 항목 목록을 보려면 * 로그 저장 * 을 클릭합니다.

이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drive_upgrade_log-timestamp.txt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4단계: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 대화 상자에서 버전을 확인하여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단계

1. System Manager에서 모든 구성 요소가 하드웨어 페이지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 대화 상자(지원 [업그레이드 센터] 메뉴로 이동한 다음 *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 * 링크를 클릭하여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3. 컨트롤러 NVSRAM을 업그레이드한 경우 기존 NVSRAM에 적용한 모든 사용자 정의 설정은 활성화 과정 중에
손실됩니다. 활성화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NVSRAM에 사용자 정의 설정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4. 업그레이드 절차 중에 다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권장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 펌웨어 다운로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다음 다음을 수행합니다.

할당된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류가 발생하는 한 가지 이유는 드라이브에 적절한
서명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는
드라이브가 승인된 드라이브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드라이브를 교체할 때 교체 드라이브의 용량이 교체 중인
드라이브의 용량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스토리지 배열이 I/O를 수신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확인합니다 • 각 컨트롤러에 IP 주소가 할당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컨트롤러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케이블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장형 핫 스페어 드라이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이 오류 상태를 수정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를 시작하고 Recovery

Guru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볼륨 그룹이 불완전합니다 하나 이상의 볼륨 그룹 또는 디스크 풀이 불완전하면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이 오류 조건을 수정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를 시작하고 Recovery

Guru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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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펌웨어 다운로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다음 다음을 수행합니다.

현재 모든 볼륨 그룹에서 실행 중인 단독 작업
(백그라운드 미디어/패리티 검사 제외

하나 이상의 배타적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률을 모니터링합니다.

볼륨이 누락되었습니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누락된 볼륨 상태를
수정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를 시작하고
Recovery Guru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컨트롤러 중 하나가 Optimal(최적) 이외의
상태입니다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 중 하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이 상태를 수정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를 시작하고 Recovery

Guru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컨트롤러 오브젝트 그래프 간에 스토리지 파티션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SPM 데이터베이스 컨트롤러 확인 실패 컨트롤러에서 스토리지 파티션 매핑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구성 데이터베이스 유효성 검사(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버전에서 지원되는 경우)

컨트롤러에서 구성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Mel 관련 검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지난 7일 동안 10개 이상의 DDE 정보 또는 중요 MEL

이벤트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지난 7일 동안 2개 이상의 2c 페이지 주요 MEL

이벤트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최근 7일 동안 성능이 저하된 드라이브 채널 중요 MEL

이벤트가 2개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지난 7일 동안 4개 이상의 중요한 MEL 항목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다음 단계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컨트롤러의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SANtricity Unified Manager를 사용하면 같은 유형의 여러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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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 검토 "업그레이드 고려 사항".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금 또는 나중에 활성화할지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중에 정품 인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시간 * —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I/O 부하가 더 가벼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중에 컨트롤러가 페일오버되므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성능이 평소보다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패키지 유형 * —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의 파일을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새 OS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예방 조치를 검토하십시오.

데이터 손실 또는 스토리지 어레이 손상 위험 -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스토리지 어레이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전원을 유지합니다.

SG5612 또는 SG5760과 같이 StorageGRID 어플라이언스에서 SANtricity OS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 절차를 계속하기 전에 어플라이언스를 유지보수 모드로 전환하여 I/O 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단계는 StorageGRID 어플라이언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1단계: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을 수행합니다

상태 점검은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행되지만 시작하기 전에 상태 점검을 별도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
점검을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평가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Unified Manager를 엽니다.

2. 기본 보기에서 * 관리 * 를 선택한 다음 메뉴: 업그레이드 센터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 을 선택합니다.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 대화 상자가 열리고 검색된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이 나열됩니다.

3. 필요한 경우 현재 최적의 상태가 아닌 모든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목록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을 필터링하거나
정렬합니다.

4. 상태 점검을 통해 실행할 스토리지 시스템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시작 * 을 클릭합니다.

상태 점검이 수행되는 동안 대화 상자에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6. 상태 점검이 완료되면 각 행의 오른쪽에 있는 줄임표(…)를 클릭하여 추가 정보를 보고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태 확인에 실패한 어레이가 있으면 해당 특정 어레이를 건너뛰고 다른 어레이를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어레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22



2단계: 지원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NetApp Support 사이트로 이동하여 새로운 다운로드 가능한 패키지(DLP) 소프트웨어 파일을 관리
호스트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어레이에 컨트롤러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거나 다중 경로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I/O 작업을 중지하여 응용 프로그램 오류를 방지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2개의 컨트롤러가 있는데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I/O 작업을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Unified Manager의 기본 보기에서 * 관리 * 를 선택한 다음 업그레이드할 스토리지 어레이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3. 메뉴: 업그레이드 센터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선택합니다.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로컬 시스템으로 최신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십시오.

a. 소프트웨어 리포지토리에 새 파일 추가 * 를 클릭합니다.

b. 최신 * SANtricity OS 다운로드 * 를 찾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c. 최신 릴리스 다운로드 * 링크를 클릭합니다.

d. 나머지 지침에 따라 SANtricity OS 파일 및 NVSRAM 파일을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합니다.

버전 8.42 이상에서는 디지털 서명된 펌웨어가 필요합니다. 서명되지 않은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려고
하면 오류가 표시되고 다운로드가 중단됩니다.

3단계: 소프트웨어 파일을 컨트롤러로 전송합니다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파일과 NVSRAM 파일을 리포지토리로 로드하면 Unified Manager 업그레이드 센터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손실 또는 스토리지 어레이 손상 위험 -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스토리지 어레이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전원을 유지합니다.

단계

1. Unified Manager의 기본 보기에서 * 관리 * 를 선택한 다음 업그레이드할 스토리지 어레이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2. 메뉴: 업그레이드 센터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선택합니다.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로컬 시스템으로 최신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십시오.

a. 소프트웨어 리포지토리에 새 파일 추가 * 를 클릭합니다.

b. 최신 * SANtricity OS 다운로드 * 를 찾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c. 최신 릴리스 다운로드 * 링크를 클릭합니다.

d. 나머지 지침에 따라 SANtricity OS 파일 및 NVSRAM 파일을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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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8.42 이상에서는 디지털 서명된 펌웨어가 필요합니다. 서명되지 않은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려고
하면 오류가 표시되고 다운로드가 중단됩니다.

4.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할 OS 소프트웨어 파일과 NVSRAM 파일을 선택합니다.

a.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파일 선택 * 드롭다운에서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OS 파일을 선택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파일이 최신 날짜부터 가장 오래된 날짜순으로 정렬됩니다.

소프트웨어 리포지토리는 웹 서비스 프록시와 연결된 모든 소프트웨어 파일을 나열합니다. 사용할
파일이 표시되지 않으면 * 소프트웨어 리포지토리에 새 파일 추가 * 링크를 클릭하여 추가할 OS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a. NVSRAM 파일 선택 * 드롭다운에서 사용할 컨트롤러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파일이 최신 날짜부터 가장 오래된 날짜순으로 정렬됩니다.

5. Compatible Storage Array 표에서 선택한 OS 소프트웨어 파일과 호환되는 스토리지 배열을 검토한 다음
업그레이드할 스토리지를 선택합니다.

◦ 관리 보기에서 선택했으며 선택한 펌웨어 파일과 호환되는 스토리지 배열은 기본적으로 호환 가능한 스토리지
배열 테이블에서 선택됩니다.

◦ 선택한 펌웨어 파일로 업데이트할 수 없는 스토리지 배열은 * 호환되지 않음 * 상태로 표시된 호환 가능한
스토리지 배열 테이블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6. (선택 사항) 소프트웨어 파일을 활성화하지 않고 스토리지 어레이로 전송하려면 * OS 소프트웨어를 스토리지
어레이로 전송, 스테이징으로 표시 및 나중에 활성화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7. 시작 * 을 클릭합니다.

8. 지금 활성화할지 아니면 나중에 활성화할지 여부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업그레이드하려는 어레이에서 제안된 OS 소프트웨어 버전을 전송할지 확인하려면 * TRANSFER * 를
입력하고 * TRANSFER * 를 클릭합니다.

전송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려면 업그레이드 센터 [스테이징된 OS 소프트웨어 활성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업그레이드 * 를 입력하여 업그레이드하도록 선택한 어레이에서 제안된 OS 소프트웨어 버전을 전송 및
활성화한 다음 * 업그레이드 * 를 클릭합니다.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를 위해 선택한 각 스토리지 어레이로 소프트웨어 파일을 전송한 다음 재부팅을 시작하여
해당 파일을 활성화합니다.

업그레이드 작업 중에 다음 작업이 수행됩니다.

◦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행됩니다.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을 통해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요소를 평가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상태 검사에 실패하면 업그레이드가 중지됩니다. 줄임표(…)를 클릭하고 * 로그 저장 * 을
선택하여 오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태 점검 오류를 재정의하도록 선택한 다음 * 계속 * 을 클릭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 후 업그레이드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선택 사항)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줄임표(…)를 클릭한 다음 * Save Log * 를 선택하여 특정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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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된 항목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upgrade_log-<date>.json''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4단계: 스테이징된 소프트웨어 파일 활성화(선택 사항)

소프트웨어 파일을 즉시 활성화하거나 더 편리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나중에
소프트웨어 파일을 활성화하도록 선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활성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후에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Unified Manager의 기본 보기에서 * 관리 * 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Status 열을 클릭하여 "OS

Upgrade(활성화 대기 중)" 상태의 모든 스토리지 어레이를 정렬합니다.

2.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스토리지 어레이를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메뉴: 업그레이드 센터 [스테이징된 OS

소프트웨어 활성화] 를 선택합니다.

업그레이드 작업 중에 다음 작업이 수행됩니다.

◦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이 활성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행됩니다.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을 통해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요소를 평가하여 활성화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상태 검사에 실패하면 활성화가 중지됩니다. 줄임표(…)를 클릭하고 * 로그 저장 * 을
선택하여 오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태 점검 오류를 재정의하도록 선택한 다음 * 계속 * 을 클릭하여
활성화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 후 활성화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활성화가 발생합니다. 활성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스토리지 배열 구성과 활성화 중인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선택 사항) 활성화가 완료된 후 줄임표(…)를 클릭한 다음 * Save Log * 를 선택하여 특정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활성화된 항목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activate_log-<date>.json"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드라이브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최신 기능과 수정 사항이 모두
포함됩니다.

1단계: 드라이브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NetApp Support 사이트로 이동하여 드라이브 펌웨어 파일을 관리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지원 [업그레이드 센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드라이브 펌웨어 업그레이드 에서 * NetApp Support * 를 클릭하고 NetApp Support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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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사이트에서 * 다운로드 * 탭을 클릭한 다음 * 디스크 드라이브 및 펌웨어 매트릭스 * 를 선택합니다.

4. E-Series 및 EF-Series 디스크 펌웨어 * 를 선택합니다

5. 화면의 지시에 따라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단계: 드라이브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드라이브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디스크 간 백업, 볼륨 복사(계획된 펌웨어 업그레이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볼륨 그룹에) 또는 원격 미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 스토리지 배열이 Optimal(최적)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모든 드라이브가 최적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 배열에서 구성 변경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드라이브가 오프라인 업그레이드만 가능한 경우 드라이브와 연결된 모든 볼륨에 대한 I/O 작업이 중지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계

1. System Manager Upgrade Center(메뉴: 지원 [업그레이드 센터])의 "드라이브 펌웨어 업그레이드" 섹션에서 *

업그레이드 시작 * 을 클릭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드라이브 펌웨어 파일이 나열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지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3. 찾아보기 * 를 클릭하고 Support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새 드라이브 펌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펌웨어 파일의 파일 이름은 D_HUC1012CSS600_30602291_MS01_2800_0002와 유사하며 확장명은
.DLP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최대 4개의 드라이브 펌웨어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드라이브 펌웨어 파일이 동일한
드라이브와 호환되는 경우 파일 충돌 오류가 발생합니다.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드라이브 펌웨어 파일을 결정하고
다른 드라이브 펌웨어 파일을 제거합니다.

4.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파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드라이브가 나열된 드라이브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호환되는 드라이브만 나타납니다.

선택한 드라이브의 펌웨어가 * 제안된 펌웨어 * 정보 영역에 나타납니다. 펌웨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 Back * 을
클릭하여 이전 대화 상자로 돌아갑니다.

5. 수행할 업그레이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 * 온라인(기본값) * — 스토리지 어레이가 I/O_를 처리하는 동안 펌웨어 다운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표시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방법을 선택할 때 이러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연결된 볼륨에 대한 I/O를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는 스토리지 어레이가 해당 드라이브에 대한 I/O를 처리하는 동안 한 번에
하나씩 업그레이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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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병렬) * —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볼륨에서 모든 I/O 작업이 중지되는 동안 펌웨어 다운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표시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방법을 선택할 때 업그레이드 중인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모든
볼륨에서 모든 I/O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중복성이 없는 드라이브는 오프라인 작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에는 SSD 캐시와 연결된 드라이브, RAID 0 볼륨 그룹 또는 성능이 저하된 풀 또는 볼륨 그룹이
포함됩니다. 오프라인(병렬) 업그레이드는 일반적으로 온라인(기본) 방법보다 빠릅니다.

6. 테이블의 첫 번째 열에서 업그레이드할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7. 시작 * 을 클릭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 * Stop * (중지 *)을 클릭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펌웨어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작되지 않은 모든 펌웨어 다운로드는 취소됩니다.

드라이브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중지하면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8. (선택 사항) 업그레이드된 항목 목록을 보려면 * 로그 저장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drive_upgrade_log-timestamp.txt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9. 업그레이드 절차 중에 다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권장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 펌웨어 다운로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다음 다음을 수행합니다.

• 할당된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류가 발생하는 한 가지 이유는 드라이브에 적절한
서명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는
드라이브가 승인된 드라이브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드라이브를 교체할 때 교체 드라이브의 용량이 교체 중인
드라이브의 용량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스토리지 배열이 I/O를 수신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확인합니다 • 각 컨트롤러에 IP 주소가 할당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컨트롤러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케이블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장형 핫 스페어 드라이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이 오류 상태를 수정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를 시작하고 Recovery

Guru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볼륨 그룹이 불완전합니다 하나 이상의 볼륨 그룹 또는 디스크 풀이 불완전하면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이 오류 조건을 수정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를 시작하고 Recovery

Guru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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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펌웨어 다운로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다음 다음을 수행합니다.

현재 모든 볼륨 그룹에서 실행 중인 단독 작업
(백그라운드 미디어/패리티 검사 제외

하나 이상의 배타적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률을 모니터링합니다.

볼륨이 누락되었습니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누락된 볼륨 상태를
수정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를 시작하고
Recovery Guru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컨트롤러 중 하나가 Optimal(최적) 이외의
상태입니다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 중 하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이 상태를 수정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를 시작하고 Recovery

Guru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컨트롤러 오브젝트 그래프 간에 스토리지 파티션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SPM 데이터베이스 컨트롤러 확인 실패 컨트롤러에서 스토리지 파티션 매핑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구성 데이터베이스 유효성 검사(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버전에서 지원되는 경우)

컨트롤러에서 구성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Mel 관련 검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지난 7일 동안 10개 이상의 DDE 정보 또는 중요 MEL

이벤트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지난 7일 동안 2개 이상의 2c 페이지 주요 MEL

이벤트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최근 7일 동안 성능이 저하된 드라이브 채널 중요 MEL

이벤트가 2개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지난 7일 동안 4개 이상의 중요한 MEL 항목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다음 단계

드라이브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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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지보수

EF300 및 EF600

EF300 및 EF600 하드웨어 유지 관리

EF300 및 EF600 스토리지 시스템의 경우, 다음 구성 요소에 대해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배터리는 컨트롤러에 포함되어 있으며 AC 전원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캐싱된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보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기능을
구현합니다.

DIMM

메모리 불일치가 있거나 DIMM에 결함이 있는 경우 DIMM(Dual In-line Memory Module)을 교체해야 합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물리적 데이터 저장 미디어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팬

각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는 컨트롤러 냉각을 위한 5개의 팬이 포함됩니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는 컨트롤러 캐니스터 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EF600 컨트롤러에는 HIC 옵션 중 호스트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IC에 내장된 호스트 포트를 HIC 포트라고 합니다.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입니다

호환성과 통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호스트의 프로토콜을 다른 프로토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는 컨트롤러 쉘프에 이중 전원을 제공합니다.

SAS 확장 카드

SAS 확장 카드는 컨트롤러 캐니스터 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EF300 컨트롤러는 SAS 확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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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EF300 또는 EF600 배터리 교체 요구 사항

EF300 또는 EF600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배터리는 컨트롤러에 포함되어 있으며 AC 전원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캐싱된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Recovery Guru에서 알려줍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다음 상태 중 하나를 보고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 배터리 고장

• 배터리 교체가 필요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절차 개요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장애가 발생한 배터리를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은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단계를 간략하게 보여 줍니다.

1.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3.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4.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5.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요구 사항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교체용 배터리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선택적으로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일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I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용(버전 11.60 이상) * — System Manager에서 CLI 패키지(zip 파일)를
다운로드합니다. 설정 [시스템 > 추가 기능 > 명령줄 인터페이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DOS C:

프롬프트와 같은 운영 체제 프롬프트에서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EMW(엔터프라이즈 관리 창) * — 빠른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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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EMW에서 도구 [스크립트 실행] 메뉴를 선택하여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F300 또는 EF600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EF300 또는 EF600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컨트롤러 캐니스터에는 AC 전원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캐싱된 데이터를 보관하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배터리 실패 상태 또는 배터리 교체 필요 상태를 보고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사용 중인 볼륨이 없거나 이러한 볼륨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에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를 검토합니다 "EF300 또는 EF600 배터리 교체 요구 사항".

필요한 것

• 교체용 배터리입니다.

• ESD 손목 밴드 또는 기타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

•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작업 공간.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데이터를 백업하고 영향을 받는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설정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2.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서 교체할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3.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331



4. 컨트롤러가 아직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표시합니다.

c. 오프라인 상태로 설정할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d.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 * 을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는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할 수 없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자동으로 액세스하려면 * 대체 네트워크 연결 * 을
선택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가 컨트롤러의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6.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를 선택하고 세부 정보 영역에서 제거 확인 필드가 예 로 표시되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함을 나타냅니다.

2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새 배터리로 교체합니다.

단계

1. ESD 밴드를 착용하거나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3.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4.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컨트롤러의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다시 당겨서 쉘프에서 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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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 손과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컨트롤러 전면에 엔클로저가 없을 경우 두
손을 사용하여 완전히 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7.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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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컨트롤러에서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꺼냅니다.

단계

1. 단일 나비 나사를 풀고 덮개를 들어올려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제거합니다.

2. 컨트롤러 내부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 컨트롤러 측면에서 'Press' 탭을 찾습니다.

4. 탭을 누르고 배터리 케이스를 눌러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5. 배터리 와이어링 커넥터 하우징을 조심스럽게 쥐어줍니다. 보드를 위로 당겨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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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터리를 컨트롤러에서 들어 올려 정전기가 없는 평평한 곳에 놓습니다.

7.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려면 해당 지역의 적절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리튬 배터리는 컨트롤러 선반
안에 설치하지 않는 한 항공편으로 배송하지 마십시오.

335



4단계: 새 배터리를 장착하십시오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분리한 후 이 단계에 따라 새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단계

1. 새 배터리의 포장을 풀고 정전기가 없는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IATA 안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교체 배터리는 30% 이하의 충전 상태(SoC)로 배송됩니다. 전원을
다시 켜면 교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고 최초 학습 사이클이 완료될 때까지 쓰기 캐싱이 재개되지
않습니다.

2. 컨트롤러 측면에 있는 금속 래치와 배터리 케이스를 맞추고 배터리를 컨트롤러에 삽입합니다.

배터리가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3. 배터리 커넥터를 보드에 다시 연결합니다.

5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재설치

컨트롤러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내리고 나비나사를 고정합니다.

2. 컨트롤러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천천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컨트롤러가 올바르게 설치되면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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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배터리 교체 완료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운영을 재개하십시오.

단계

1.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설정합니다.

a. System Manager에서 Hardware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b. 컨트롤러 후면 표시 * 를 선택합니다.

c. 교체한 배터리가 있는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d. 드롭다운 목록에서 * 온라인 상태로 * 를 선택합니다.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를 확인합니다.

다른 컨트롤러와의 통신이 재설정된 경우: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3. 컨트롤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고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최신 버전의 SANtricity OS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메뉴 [업그레이드 센터]를 클릭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최신 버전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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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 Storage [Volumes](저장소 [볼륨])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든 볼륨 * 페이지에서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배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메뉴 선택: More [Change Ownership](자세히[소유권 변경])를 선택하면 볼륨
소유자가 표시됩니다.

b. 기본 소유자가 볼륨을 모두 소유한 경우 6단계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c. 반환된 볼륨이 없는 경우 볼륨을 수동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More [Redistribute volumes](추가 [볼륨 재배포])

메뉴로 이동합니다.

d. 자동 배포 또는 수동 배포 후 일부 볼륨만 기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Recovery Guru에서 호스트 연결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e. Recovery Guru가 없거나 복구 전문가 단계를 수행한 후에도 볼륨은 여전히 선호하는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배터리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교체 요구사항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를 교체하기 전에 요구사항 및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컨트롤러는 보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기능을
구현합니다.

컨트롤러 교체 요구 사항

컨트롤러를 교체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교체 중인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부품 번호가 동일한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 교체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이 켜져 있고 호스트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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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할 수 있습니다.

• 선반의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는 최적 상태입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 세부 정보 영역에 있는 제거할 수 있음 필드가* 예*로 표시되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교체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쉘프에 있는 단일 컨트롤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할 경우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 DIMM, 팬 및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를 분리한 다음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교체 요구사항".

•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오류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하도록 안내합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황색 주의 LED가 켜져 컨트롤러에 장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필요한 것

• 교체 중인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부품 번호가 동일한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작업 공간.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컨트롤러 교체 준비

교체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FRU 부품 번호가 올바른지, 구성을 백업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 교체를 준비하십시오.

단계

1.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포장을 풀고 정전기가 없는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배송할 때 사용할 포장재를 보관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 뒷면에서 MAC 주소 및 FRU 부품 번호 레이블을 찾습니다.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교체할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교체 부품 번호를 찾습니다.

컨트롤러에 장애가 발생하여 교체해야 하는 경우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 교체 부품 번호가
표시됩니다. 이 번호를 수동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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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컨트롤러 아이콘으로 표시된 컨트롤러 쉘프를 찾습니다 .

c. 컨트롤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d.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 기본 * 탭에서 컨트롤러의 * 교체 부품 번호 * 를 기록해 둡니다.

4.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의 교체 부품 번호가 교체 컨트롤러의 FRU 부품 번호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두 부품 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 절차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또한,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가 포함된 경우 해당 HIC를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컨트롤러 또는 HIC가 있으면 새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새 컨트롤러가 잠기게 됩니다.

5.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6. 컨트롤러가 아직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표시합니다.

c. 오프라인 상태로 설정할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d.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 * 을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는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할 수 없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자동으로 액세스하려면 * 대체 네트워크 연결 * 을 선택합니다.

7.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가 컨트롤러의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8.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을 선택하고 세부 정보 영역에서 * OK to remove * 필드가 * Yes * 로 표시되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를 제거합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여 결함이 있는 캐니스터를 새 캐니스터로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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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배터리,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전원 공급 장치, DIMM 및 팬과 같은 구성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다단계
절차입니다.

2a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결함이 있는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여 새 캐니스터로 교체합니다.

단계

1. ESD 밴드를 착용하거나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3.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4.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SFP+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HIC가 있는 경우 SFP를 제거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HIC를 제거해야 하므로 HIC 포트에서 SFP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케이블을 다시 연결할 때 해당 SFP를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컨트롤러의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다시 당겨서 쉘프에서 빼냅니다.

7. 두 손과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컨트롤러 전면에 엔클로저가 없을 경우 두
손을 사용하여 완전히 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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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2b단계: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고장난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여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합니다.

단계

1. 단일 나비 나사를 풀고 덮개를 들어올려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제거합니다.

2. 컨트롤러 측면에서 'Press' 탭을 찾습니다.

3. 탭을 누르고 배터리 케이스를 눌러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342



4. 배터리 와이어링 커넥터 하우징을 조심스럽게 쥐어줍니다. 보드를 위로 당겨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

5. 배터리를 컨트롤러에서 들어 올려 정전기가 없는 평평한 곳에 놓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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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c: HIC를 제거합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가 포함된 경우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HIC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단계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2개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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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는 HIC의 모양이 다를 수 있는 예입니다.

2.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탈거하십시오.

3. 손가락이나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를 컨트롤러 카드에 고정하는 단일 나비 나사를 풉니다.

HIC는 상단에 3개의 나사 위치가 있지만 1개만 고정됩니다.

4. 컨트롤러 카드를 들어올리고 컨트롤러 밖으로 빼서 HIC를 컨트롤러 카드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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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IC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2D 단계: 전원 공급 장치를 제거합니다

새 컨트롤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합니다.

단계

1. 전원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a. 전원 코드 고정 장치를 연 다음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b. 전원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2. 전원 공급 장치 오른쪽에 있는 탭을 찾아 전원 공급 장치 쪽으로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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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원 공급 장치의 전면에서 핸들을 찾습니다.

4. 핸들을 사용하여 전원 공급 장치를 시스템에서 똑바로 밀어 꺼냅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할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무게를 지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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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DIMM을 분리합니다

새 컨트롤러에 설치할 수 있도록 DIMM을 분리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에서 DIMM을 찾습니다.

2. 교체 DIMM을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소켓에서 DIMM의 방향을 기록해 두십시오.

DIMM 밑면의 노치는 설치 중에 DIMM을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DIMM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DIMM 이젝터 탭을 천천히 밀어서 슬롯에서 DIMM을 꺼낸 다음 슬롯에서 밀어
꺼냅니다.

DIMM 회로 보드의 구성 요소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DIMM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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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f: 팬을 제거합니다

새 컨트롤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팬을 분리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에서 팬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립니다.

2. 모든 팬이 분리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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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새 컨트롤러를 설치합니다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장착하여 결함이 있는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이 절차는 전지,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전원 공급 장치, DIMM 및 팬과 같은 구성 요소를 원래 컨트롤러에서 설치해야
하는 다단계 절차입니다.

3a단계: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단계

1.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나온 배터리 또는 주문한 새 배터리입니다.

◦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

2. 컨트롤러 측면에 있는 금속 래치와 배터리 케이스를 맞추고 배터리를 컨트롤러에 삽입합니다.

배터리가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3. 배터리 커넥터를 보드에 다시 연결합니다.

3b단계: HIC를 설치합니다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HIC를 제거한 경우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단계

1.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블랭크 페이스 플레이트를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2개를 분리하고
전면판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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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C의 단일 나비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HIC 아래쪽에 있는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HIC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위의 이미지는 예시이며 HIC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HIC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HIC 커넥터를 가볍게 눌러 HIC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 발생 가능한 장비 손상 * — HIC와 나비나사 사이에 있는 컨트롤러 LED의 골드 리본 커넥터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4. HIC 나비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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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는 예시이며 HIC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5.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분리한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2개의 나사로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합니다.

단계 3c: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합니다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합니다.

단계

1. 양손으로 전원 공급 장치의 가장자리를 시스템 섀시의 입구에 맞춘 다음 캠 핸들을 사용하여 전원 공급 장치를
섀시에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키 입력 방식이며 한 방향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시스템에 밀어 넣을 때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커넥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352



3D 단계: DIMM을 설치합니다

DIMM을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합니다.

단계

1. DIMM의 모서리를 잡고 슬롯에 맞춥니다.

DIMM의 핀 사이의 노치가 소켓의 탭과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2. DIMM을 슬롯에 똑바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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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M은 슬롯에 단단히 장착되지만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DIMM을 슬롯에 재정렬하고 다시
삽입합니다.

DIMM이 균일하게 정렬되어 슬롯에 완전히 삽입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3. 래치가 DIMM 끝 부분의 노치 위에 걸릴 때까지 DIMM의 상단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단단히 누릅니다.

DIMM이 꼭 맞습니다. 한 번에 한 쪽을 부드럽게 누르고 각 탭을 개별적으로 고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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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E: 팬을 설치합니다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팬을 설치합니다.

단계

1. 팬을 교체 컨트롤러로 완전히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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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팬이 설치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단계 3F: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설치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내리고 나비나사를 고정합니다.

2. 컨트롤러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천천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컨트롤러가 올바르게 설치되면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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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래 컨트롤러에서 원래 컨트롤러의 SFP를 새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 설치하고, 원래 컨트롤러에 설치된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둘 이상의 호스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올바른 호스트 포트에 SFP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원래 컨트롤러가 IP 주소에 DHCP를 사용한 경우 교체 컨트롤러 후면의 레이블에 있는 MAC 주소를 찾습니다.

제거한 컨트롤러의 DNS/네트워크 및 IP 주소를 대체 컨트롤러의 MAC 주소와 연관시킬 것을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요청합니다.

원래 컨트롤러가 IP 주소에 DHCP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새 컨트롤러는 제거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채택합니다.

4단계: 전체 컨트롤러 교체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운영을 재개하십시오.

단계

1.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설정합니다.

a. System Manager에서 Hardware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b. 컨트롤러 후면 표시 * 를 선택합니다.

c. 교체된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d. 드롭다운 목록에서 * 온라인 상태로 * 를 선택합니다.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를 확인합니다.

다른 컨트롤러와의 통신이 재설정된 경우: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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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3. 컨트롤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고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최신 버전의 SANtricity OS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메뉴: 하드웨어 [지원 > 업그레이드 센터]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버전을 설치합니다.

5. 모든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 Storage [Volumes](저장소 [볼륨])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든 볼륨 * 페이지에서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배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메뉴 선택: More [Change Ownership](자세히[소유권 변경])를 선택하면 볼륨
소유자가 표시됩니다.

b. 기본 소유자가 볼륨을 모두 소유한 경우 6단계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c. 반환된 볼륨이 없는 경우 볼륨을 수동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More [Redistribute volumes](추가 [볼륨 재배포])

메뉴로 이동합니다.

d. 자동 배포 또는 수동 배포 후 일부 볼륨만 기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Recovery Guru에서 호스트 연결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e. Recovery Guru가 없거나 복구 전문가 단계를 수행한 후에도 볼륨은 여전히 선호하는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컨트롤러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DIMM

EF300 또는 EF600 DIMM 교체 요구사항

EF300 또는 EF600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DIMM을 교체하기 전에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메모리 불일치가 있거나 DIMM에 결함이 있는 경우 DIMM을 교체해야 합니다. 올바른 DIMM 크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스토리지 배열의 DIMM은 충격에 약하므로 잘못 다룰 경우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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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배열의 DIMM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규칙을 따르십시오.

• 정전기 방전(ESD) 방지:

◦ DIMM을 설치할 준비가 될 때까지 ESD 백에 넣어 두십시오.

◦ ESD 가방을 손으로 열거나 가위로 잘라냅니다. ESD 백에 금속 공구나 칼날을 넣지 마십시오.

◦ 나중에 DIMM을 반환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ESD 가방과 포장재를 보관해 두십시오.

보관 인클로저 섀시의 도색되지 않은 표면에 접지된 ESD 손목 접지대를 항상 착용하십시오.

• DIMM을 주의하여 취급하십시오.

◦ DIMM을 분리, 설치 또는 운반할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십시오.

◦ DIMM을 선반에 강제로 밀어 넣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힘을 주어 래치를 완전히 결합하십시오.

◦ DIMM을 배송할 때는 항상 승인된 포장을 사용하십시오.

• 자기장을 피합니다. DIMM을 자기 장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EF300 또는 EF600의 DIMM을 교체합니다

EF300 또는 EF600 어레이에서 DIMM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DIMM을 교체하려면 컨트롤러의 캐시 크기를 확인하고,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컨트롤러를 제거하고,

DIMM을 제거하고, 새 DIMM을 컨트롤러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러를 다시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스토리지 어레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F300 또는 EF600 DIMM 교체 요구사항".

• 사용 중인 볼륨이 없거나 이러한 볼륨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에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교체용 DIMM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작업 공간.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DIMM을 교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DIMM을 교체하기 전에 컨트롤러의 캐시 크기를 확인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의 스토리지 배열 프로파일에 액세스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지원 [지원 센터] 메뉴로
이동합니다. 지원 리소스 페이지에서 * 스토리지 어레이 프로파일 *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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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로 스크롤하거나 검색 필드를 사용하여 * 데이터 캐시 모듈 * 정보를 찾습니다.

3. 다음 중 하나가 있는 경우 DIMM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 섹션의 나머지 절차를 계속 수행하여 컨트롤러의 DIMM을
교체합니다.

◦ DIMM 오류 또는 DIMM 보고 * 데이터 캐시 모듈 * 이 최적이 아닙니다.

◦ 데이터 캐시 모듈 * 용량이 일치하지 않는 DIMM

2단계: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DIMM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설정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일치하지 않는 메모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2.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서 교체할 DIMM을 확인합니다.

3.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4. 컨트롤러가 아직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표시합니다.

c. 오프라인 상태로 설정할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d.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 * 을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는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할 수 없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자동으로 액세스하려면 * 대체 네트워크 연결 * 을
선택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가 컨트롤러의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6.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를 선택하고 세부 정보 영역에서 제거 확인 필드가 예 로 표시되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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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여 DIMM을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ESD 밴드를 착용하거나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3.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4.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컨트롤러의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다시 당겨서 쉘프에서 빼냅니다.

6. 두 손과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컨트롤러 전면에 엔클로저가 없을 경우 두
손을 사용하여 완전히 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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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4단계: DIMM을 분리합니다

메모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컨트롤러의 DIMM을 교체합니다.

단계

1. 단일 나비 나사를 풀고 덮개를 들어올려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제거합니다.

2. 컨트롤러 내부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 컨트롤러에서 DIMM을 찾습니다.

4. 교체 DIMM을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소켓에서 DIMM의 방향을 기록해 두십시오.

DIMM 밑면의 노치는 설치 중에 DIMM을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DIMM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DIMM 이젝터 탭을 천천히 밀어서 슬롯에서 DIMM을 꺼낸 다음 슬롯에서 밀어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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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M 회로 보드의 구성 요소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DIMM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잡으십시오.

시스템 DIMM의 수와 위치는 시스템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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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새 DIMM을 설치합니다

새 DIMM을 설치하여 기존 DIMM을 교체하십시오.

단계

1. DIMM의 모서리를 잡고 슬롯에 맞춥니다.

DIMM의 핀 사이의 노치가 소켓의 탭과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2. DIMM을 슬롯에 똑바로 삽입합니다.

DIMM은 슬롯에 단단히 장착되지만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DIMM을 슬롯에 재정렬하고 다시
삽입합니다.

DIMM이 균일하게 정렬되어 슬롯에 완전히 삽입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3. 래치가 DIMM 끝 부분의 노치 위에 걸릴 때까지 DIMM의 상단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단단히 누릅니다.

DIMM이 꼭 맞습니다. 한 번에 한 쪽을 부드럽게 누르고 각 탭을 개별적으로 고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재설치

새 DIMM을 설치한 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내리고 나비나사를 고정합니다.

2. 컨트롤러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천천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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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가 올바르게 설치되면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3.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7단계: DIMM 교체를 완료합니다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운영을 재개하십시오.

단계

1.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설정합니다.

a. System Manager에서 Hardware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b. 컨트롤러 후면 표시 * 를 선택합니다.

c. 교체한 DIMM이 있는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d. 드롭다운 목록에서 * 온라인 상태로 * 를 선택합니다.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를 확인합니다.

다른 컨트롤러와의 통신이 재설정된 경우: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3. 컨트롤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고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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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최신 버전의 SANtricity OS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메뉴: 하드웨어 [지원 > 업그레이드 센터]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버전을 설치합니다.

5. 모든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 Storage [Volumes](저장소 [볼륨])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든 볼륨 * 페이지에서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배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메뉴 선택: More [Change Ownership](자세히[소유권 변경])를 선택하면 볼륨
소유자가 표시됩니다.

b. 기본 소유자가 볼륨을 모두 소유한 경우 6단계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c. 반환된 볼륨이 없는 경우 볼륨을 수동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More [Redistribute volumes](추가 [볼륨 재배포])

메뉴로 이동합니다.

d. Recovery Guru가 없거나 Recovery Guru 단계를 따르면 여전히 볼륨을 원하는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DIMM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EF300 또는 EF600 드라이브 교체에 대한 요구사항

EF300 또는 EF600 어레이에서 드라이브를 교체하기 전에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스토리지 배열의 드라이브는 충격에 약하므로 부적절한 드라이브 취급은 드라이브 고장의 주요
원인입니다.

드라이브 교체 요구 사항

스토리지 배열의 드라이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규칙을 따르십시오.

• 정전기 방전(ESD) 방지:

◦ 설치할 준비가 될 때까지 드라이브를 ESD 백에 보관하십시오.

◦ ESD 가방을 손으로 열거나 가위로 잘라냅니다. ESD 백에 금속 공구나 칼날을 넣지 마십시오.

◦ 나중에 드라이브를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ESD 가방과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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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인클로저 섀시의 도색되지 않은 표면에 접지된 ESD 손목 접지대를 항상 착용하십시오. 손목 스트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드라이브를 다루기 전에 저장 장치 인클로저 섀시의 색칠되지 않은 표면을 만지십시오.

• 드라이브를 주의하여 다루십시오.

◦ 드라이브를 분리, 설치 또는 운반할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십시오.

◦ 드라이브를 선반에 강제로 밀어 넣은 후 부드럽고 단단한 압력을 사용하여 드라이브 래치를 완전히 결합하지
마십시오.

◦ 쿠션이 있는 표면에 드라이브를 놓고 드라이브를 서로 쌓지 마십시오.

◦ 다른 표면에 드라이브를 부딪히지 마십시오.

◦ 드라이브를 쉘프에서 제거하기 전에 핸들을 풀고 드라이브가 회전할 때까지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 드라이브를 배송할 때는 항상 승인된 포장재를 사용하십시오.

• 자기장을 피합니다. 드라이브를 자기 장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자기장은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드라이브 회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4-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에 드라이브 스태거를 탑재했습니다

표준 24 드라이브 쉘프에는 드라이브 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각 쉘프에서 드라이브 번호가 어떻게
지정되는지를 보여 줍니다(쉘프의 전면 베젤은 제거됨).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에 24개 미만의 드라이브를 삽입할 때는 컨트롤러의 두 절반 사이를 번갈아 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왼쪽부터 시작하여 맨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드라이브를 한 번에 하나씩 넣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두 절반 사이의 드라이브를 시차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F300 스토리지의 드라이브를 교체합니다

EF300 스토리지의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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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300은 24개 드라이브 및 60개 드라이브 쉘프를 통해 SAS 확장을 지원합니다. 다음 절차는 24-드라이브 쉘프인지
60-드라이브 쉘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EF300(24-드라이브 쉘프)에서 드라이브 교체

• EF300(60-드라이브 쉘프)에서 드라이브 교체

EF300(24-드라이브 쉘프)에서 드라이브 교체

다음 절차에 따라 24-드라이브 쉘프의 드라이브를 교체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드라이브를 모니터링하여 드라이브 오류가 임박한
경우 또는 실제 드라이브 장애를 알려줍니다.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면 황색 주의 LED가 켜집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I/O를 수신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핫 스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에서 드라이브 취급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EF300 또는 EF600 드라이브 교체에 대한 요구사항".

필요한 것

• NetApp에서 지원하는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대체 드라이브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작업 표면입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드라이브 교체 준비(24 드라이브)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를 확인하고 필수 단계를 완료하여 드라이브를 교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계

1. SANtricity System Manager의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아직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Recovery Guru의 지침에 따라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2.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적합한 교체 드라이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쉘프 그래픽에서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c. 드라이브를 클릭하여 상황에 맞는 메뉴를 표시한 다음 * 설정 보기 * 를 선택합니다.

d. 교체 드라이브의 용량이 교체 중인 드라이브와 같거나 큰지, 예상 기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SSD(Solid State Drive)로 교체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 드라이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 내의 드라이브를 찾습니다. 드라이브 컨텍스트
메뉴에서 * 로케이터 표시등 켜기 * 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주의 LED(주황색)가 깜박여 교체할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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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젤이 있는 쉘프에 드라이브를 장착하는 경우 드라이브 LED를 보려면 베젤을 분리해야 합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제거(24 드라이브)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하여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단계

1. 교체용 드라이브의 포장을 풀고 선반 근처의 평평한 정전기 방지 표면에 놓습니다.

포장재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2.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의 분리 단추를 누릅니다.

◦ E55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DE224C 드라이브 쉘프의 경우, 분리 단추는 드라이브 위쪽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프링의 캠 핸들이 부분적으로 열리고 드라이브가 미드플레인에서 해제됩니다.

3. 캠 핸들을 열고 드라이브를 살짝 밀어 꺼냅니다.

4.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5. 양손을 사용하여 선반에서 드라이브를 분리합니다.

6. 드라이브를 자기 들판 반대쪽으로 정전기 방지 쿠션 처리된 표면에 놓습니다.

7. 소프트웨어가 드라이브가 제거되었음을 인식할 때까지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활성 드라이브를 실수로 분리한 경우 30초 이상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복구 절차는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3단계: 새 드라이브 설치(24 드라이브)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교체하기 위해 새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교체용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과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계

1. 캠 핸들을 엽니다.

2. 두 손으로 교체용 드라이브를 열린 베이에 삽입하고 드라이브가 멈출 때까지 힘껏 밉니다.

3. 드라이브가 미드플레인에 완전히 장착되고 손잡이가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캠 핸들을 천천히
닫습니다.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삽입되면 드라이브의 녹색 LED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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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따라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새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쉘프에서 핫 스페어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핫 스페어에서 전체 재구성을 수행해야 데이터를 교체한
드라이브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구성 프로세스는 이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4단계: 전체 드라이브 교체(24 드라이브)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교체한 드라이브의 전원 LED 및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드라이브를 처음 삽입할 때 주의 LED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 이내에 LED가 꺼집니다.

◦ 전원 LED가 켜져 있거나 깜박이고 주의 LED가 꺼져 있습니다.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전원 LED가 꺼져 있음: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드라이브를 분리하고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 주의 LED가 켜짐: 새 드라이브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여전히 문제가 나타나면 * Recheck * 를 선택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재구성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표시되면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재구성을
시작합니다.

기술 지원 부서 또는 Recovery Guru에서 지시한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교체한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c. 드라이브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reconstruct * 를 선택합니다.

d. 이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드라이브 재구성이 완료되면 볼륨 그룹이 Optimal(최적) 상태에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베젤을 다시 설치합니다.

5.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다음 단계

드라이브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F300(60-드라이브 쉘프)에서 드라이브 교체

다음 절차에 따라 60-드라이브 쉘프의 드라이브를 교체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드라이브를 모니터링하여 드라이브 오류가 임박한
경우 또는 실제 드라이브 장애를 알려줍니다.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면 황색 주의 LED가 켜집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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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작업을 수신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핫 스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에서 드라이브 취급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EF300 또는 EF600 드라이브 교체에 대한 요구사항".

필요한 것

• NetApp에서 지원하는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대체 드라이브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드라이브 교체 준비(60 드라이브)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를 확인하고 필수 단계를 완료하여 드라이브를 교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계

1. SANtricity System Manager의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아직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Recovery Guru의 지침에 따라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2.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적합한 교체 드라이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쉘프 그래픽에서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c. 드라이브를 클릭하여 상황에 맞는 메뉴를 표시한 다음 * 설정 보기 * 를 선택합니다.

d. 교체 드라이브의 용량이 교체 중인 드라이브와 같거나 큰지, 예상 기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SSD(Solid State Disk)로 교체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 드라이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 내의 드라이브를 찾습니다.

a. 쉘프에 베젤이 있는 경우 LED가 보일 수 있도록 베젤을 분리합니다.

b. 드라이브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로케이터 조명 켜기 * 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드로어의 주의 LED(주황색)가 깜박여 올바른 드라이브 드로어를 열고 교체할 드라이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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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주의 LED _

c. 양쪽 레버를 당겨 드라이브 드로어의 래치를 풉니다.

d. 확장 레버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서랍이 멈출 때까지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e. 드라이브 드로어의 상단을 보고 각 드라이브 전면에 있는 주의 LED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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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상단의 드라이브에 대한 * (1) * _주의 LED 표시등이 켜집니다 _

드라이브 드로어 주의 LED는 각 드라이브 전면의 왼쪽에 있으며 드라이브 핸들의 LED 바로 뒤에 주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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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주의 아이콘 _

▪ (2) * _주의 LED _

2단계: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제거(60 드라이브)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하여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단계

1. 교체용 드라이브의 포장을 풀고 선반 근처의 평평한 정전기 방지 표면에 놓습니다.

다음 번에 드라이브를 다시 보내야 할 경우 포장재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2. 드라이브 드로어의 양쪽을 향해 당겨 해당 드라이브 드로어의 중앙에서 드라이브 드로어 레버를 분리합니다.

3. 확장 드라이브 드로어 레버를 조심스럽게 당겨 드라이브 드로어를 엔클로저에서 분리하지 않고 완전히 꺼냅니다.

4. 분리할 드라이브 앞에 있는 주황색 분리 래치를 부드럽게 뒤로 당깁니다.

구동 스프링의 캠 핸들이 부분적으로 열리고 드로어에서 드라이브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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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주황색 분리 래치 _

5. 캠 핸들을 열고 드라이브를 약간 들어 올립니다.

6.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7. 캠 핸들을 사용하여 드라이브를 선반에서 들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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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드라이브를 자기 들판 반대쪽으로 정전기 방지 쿠션 처리된 표면에 놓습니다.

9. 소프트웨어가 드라이브가 제거되었음을 인식할 때까지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활성 드라이브를 실수로 분리한 경우 30초 이상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복구 절차는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3단계: 새 드라이브 설치(60 드라이브)

새 드라이브를 설치하여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교체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드라이브 드로어를 인클로저에 다시 밀어넣을 때 드로어를 닫지
마십시오. 드로어가 흔들리거나 스토리지 어레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드로어를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단계

1. 새 드라이브의 캠 핸들을 수직으로 올립니다.

2. 드라이브 캐리어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돌출된 단추를 드라이브 드로어의 드라이브 채널에서 일치하는 틈에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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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캐리어 오른쪽의 * (1) * _Raised 버튼

3. 드라이브를 수직으로 내린 다음 드라이브가 주황색 분리 래치 아래에 고정될 때까지 캠 핸들을 아래로 돌립니다.

4. 드라이브 드로어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드로어가 흔들리거나 스토리지 어레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드로어를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5. 양쪽 레버를 중앙으로 밀어 드라이브 드로어를 닫습니다.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삽입되면 드라이브 드로어 전면의 교체된 드라이브에 대한 녹색 작동 LED가 켜집니다.

구성에 따라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새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쉘프에서 핫 스페어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핫 스페어에서 전체 재구성을 수행해야 데이터를 교체한 드라이브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구성 프로세스는 이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4단계: 전체 드라이브 교체(60 드라이브)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교체한 드라이브의 전원 LED 및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드라이브를 처음 삽입할 때 주의 LED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 이내에 LED가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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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LED가 켜져 있거나 깜박이고 주의 LED가 꺼져 있습니다.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전원 LED가 꺼져 있음: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드라이브를 분리하고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 주의 LED가 켜짐: 새 드라이브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여전히 문제가 나타나면 * Recheck * 를 선택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재구성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표시되면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재구성을
시작합니다.

기술 지원 부서 또는 Recovery Guru에서 지시한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교체한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c. 드라이브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reconstruct * 를 선택합니다.

d. 이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드라이브 재구성이 완료되면 볼륨 그룹이 Optimal(최적) 상태에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베젤을 다시 설치합니다.

5.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다음 단계

드라이브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F600 어레이에서 드라이브 교체

EF600 어레이에서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드라이브를 모니터링하여 드라이브 오류가 임박한
경우 또는 실제 드라이브 장애를 알려줍니다.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면 황색 주의 LED가 켜집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I/O를 수신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핫 스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F300 또는 EF600 드라이브 교체에 대한 요구사항".

필요한 것

• NetApp에서 지원하는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대체 드라이브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작업 표면입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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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드라이브 교체 준비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를 확인하고 필수 단계를 완료하여 드라이브 교체를 준비하십시오. 그런
다음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계

1. SANtricity System Manager의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아직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Recovery Guru의 지침에 따라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2.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적합한 교체 드라이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쉘프 그래픽에서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c. 드라이브를 클릭하여 상황에 맞는 메뉴를 표시한 다음 * 설정 보기 * 를 선택합니다.

d. 교체 드라이브의 용량이 교체 중인 드라이브와 같거나 큰지, 예상 기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SSD(Solid State Disk)로 교체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 드라이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 내의 드라이브를 찾습니다. 드라이브 컨텍스트
메뉴에서 * 로케이터 표시등 켜기 * 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주의 LED(주황색)가 깜박여 교체할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젤이 있는 쉘프에 드라이브를 장착하는 경우 드라이브 LED를 보려면 베젤을 분리해야 합니다.

2단계: 드라이브를 제거하십시오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하여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단계

1. 교체용 드라이브의 포장을 풀고 선반 근처의 평평한 정전기 방지 표면에 놓습니다.

포장재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2. 결함이 있는 드라이브에서 검정색 분리 단추를 누릅니다.

드라이브 스프링의 래치가 부분적으로 열린 다음 드라이브가 컨트롤러에서 해제됩니다.

3. 캠 핸들을 열고 드라이브를 살짝 밀어 꺼냅니다.

4.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5. 양손을 사용하여 선반에서 드라이브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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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라이브를 자기 들판 반대쪽으로 정전기 방지 쿠션 처리된 표면에 놓습니다.

7. 소프트웨어가 드라이브가 제거되었음을 인식할 때까지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활성 드라이브를 실수로 분리한 경우 30초 이상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복구 절차는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3단계: 새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새 드라이브를 설치하여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교체합니다. 고장난 드라이브를 제거한 후 가능한 빨리 교체용
드라이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계

1. 캠 핸들을 엽니다.

2. 두 손으로 교체용 드라이브를 열린 베이에 삽입하고 드라이브가 멈출 때까지 힘껏 밉니다.

3. 드라이브가 미드플레인에 완전히 장착되고 손잡이가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캠 핸들을 천천히
닫습니다.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삽입되면 드라이브의 녹색 LED가 켜집니다.

구성에 따라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새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쉘프에서 핫 스페어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핫 스페어에서 전체 재구성을 수행해야 데이터를 교체한
드라이브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구성 프로세스는 이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4단계: 드라이브 교체 완료

드라이브 교체를 완료하여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교체한 드라이브의 전원 LED 및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드라이브를 처음 삽입할 때 주의 LED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 이내에 LED가 꺼집니다.)

◦ 전원 LED가 켜져 있거나 깜박이고 주의 LED가 꺼져 있습니다.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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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LED가 꺼져 있음: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드라이브를 분리하고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 주의 LED가 켜짐: 새 드라이브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여전히 문제가 나타나면 * Recheck * 를 선택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재구성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표시되면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재구성을
시작합니다.

기술 지원 부서 또는 Recovery Guru에서 지시한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교체한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c. 드라이브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reconstruct * 를 선택합니다.

d. 이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드라이브 재구성이 완료되면 볼륨 그룹이 Optimal(최적) 상태에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베젤을 다시 설치합니다.

5.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다음 단계

드라이브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쉘프 핫 추가

스토리지 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에 전원이 계속 공급되는 동안 새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중단하지 않고 스토리지 시스템 용량을 구성, 재구성,

추가 또는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단계를 읽으십시오.

• 필요한 경우 드라이브 쉘프 핫 추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절차는 DE212C, DE224C 또는 DE460C 드라이브 쉘프를 E2800, E2800B, EF280, E5700, E5500B, EF570,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쉘프

이 절차는 IOM12 및 IOM12B 드라이브 쉘프에 적용됩니다.

IOM12B 모듈은 SANtricity OS 11.70.2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IOM12B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컨트롤러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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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쉘프 IOM 핫 스왑 또는 교체와 유사할 경우 적용됩니다. 즉, IOM12 모듈을 다른 IOM12

모듈로 교체하거나 IOM12B 모듈을 다른 IOM12B 모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쉘프는 IOM12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IOM12B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형 컨트롤러 쉘프를 DE212C, DE224C 또는 DE460에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E27XX,

E56XX 또는 EF560 컨트롤러 쉘프에 IOM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합니다".

시스템 무결성을 유지하려면 제시된 순서대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1단계: 드라이브 쉘프 추가를 준비합니다

드라이브 쉘프를 핫 애드할 준비를 하려면 중요 이벤트를 확인하고 IOM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스토리지 시스템의 전원을 새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사양은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 기존 스토리지 시스템의 케이블 연결 패턴은 이 절차에서 설명하는 적용 가능한 구성표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지원 * > * 지원 센터 * > * 진단 * 을 선택합니다.

2.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지원 데이터 수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support-data.7z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데이터가 기술 지원 부서에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4. 지원 * > * 이벤트 로그 * 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로그 페이지에는 이벤트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5. 중요 이벤트를 목록 맨 위로 정렬하려면 * Priority * 열의 머리글을 선택합니다.

6. 지난 2-3주 동안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 시스템 중요 이벤트를 검토하고 최근 중요 이벤트가 해결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2-3주 내에 해결되지 않은 중요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절차를 중지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만 절차를 계속합니다.

7.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8. IOM(ESM)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Shelf Component Settings 대화 상자가 * IOMs(ESM) * 탭이 선택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9. 각 IOM/ESM에 대해 표시된 상태가 _Optimal_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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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추가 설정 표시 * 를 클릭합니다.

11. 다음 조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감지된 ESM의 수는 시스템에 설치된 ESM 수와 각 드라이브 쉘프에 대한 ESM의 수와 일치합니다.

◦ 두 ESM 모두 통신이 정상임을 나타냅니다.

◦ 데이터 속도는 DE212C, DE224C 및 DE460C 드라이브 쉘프의 12Gb/s이고 기타 드라이브 트레이의 경우
6Gb/s입니다.

2단계: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하고 전원을 켭니다

새 드라이브 쉘프 또는 이전에 설치된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하고 전원을 켠 다음 주의가 필요한 LED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이전에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하는 경우, 드라이브를 제거하십시오. 이 절차의 뒷부분에서
드라이브를 한 번에 하나씩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려는 드라이브 쉘프의 설치 기록을 알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것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2.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요소를 보관하는 랙에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합니다.

실제 설치 및 전원 케이블 연결에 대한 전체 절차는 해당 모델의 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모델의 설치 지침에는 드라이브 쉘프를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참고 사항 및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새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을 켜고 드라이브 쉘프에 있는 주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 절차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고장 상태를 해결하십시오.

3단계: 시스템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옵션 1: E2800 또는 E5700용 드라이브 쉘프 연결

• 옵션 2: EF300 또는 EF600의 드라이브 쉘프 연결

구형 컨트롤러 쉘프를 DE212C, DE224C 또는 DE460에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E27XX,

E56XX 또는 EF560 컨트롤러 쉘프에 IOM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합니다".

옵션 1: E2800 또는 E5700용 드라이브 쉘프 연결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A에 연결하고 IOM 상태를 확인한 다음,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B에 연결합니다

단계

1.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A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은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컨트롤러 A 사이의 연결 예를 보여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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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클릭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컨트롤러 쉘프에 대한 활성 경로가 하나만 있습니다.

3. 필요에 따라 아래로 스크롤하여 새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드라이브 쉘프를 확인합니다. 새 드라이브 쉘프가
표시되지 않으면 연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4. 새 드라이브 쉘프의 * ESM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합니다.

6. 더 많은 옵션 표시 * 를 선택하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 IOM/ESM A가 나열됩니다.

◦ SAS-3 드라이브 쉘프의 현재 데이터 속도는 12GBps입니다.

◦ 카드 통신이 정상입니다.

7. 컨트롤러 B에서 모든 확장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8.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B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컨트롤러 B 사이의 연결 예를 보여 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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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9.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한 다음 * Show

More options * 를 선택합니다. 카드 통신이 * 예 * 인지 확인합니다.

Optimal(최적) 상태는 새 드라이브 쉘프와 관련된 이중화 오류가 해결되었으며 스토리지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옵션 2: EF300 또는 EF600의 드라이브 쉘프 연결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A에 연결하고 IOM 상태를 확인한 다음,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B에 연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SANtricity OS

업그레이드 중".

단계

1. 스택의 이전 마지막 쉘프에서 IOM12 포트 1 및 2에서 A 측 컨트롤러 케이블을 모두 분리한 다음 새 쉘프 IOM12

포트 1 및 2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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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을 새 쉘프에서 이전 마지막 셸프 IOM12 포트 1과 2에 있는 A 측 IOM12 포트 3과 4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이전 마지막 쉘프 사이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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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클릭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컨트롤러 쉘프에 대한 활성 경로가 하나만 있습니다.

4. 필요에 따라 아래로 스크롤하여 새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드라이브 쉘프를 확인합니다. 새 드라이브 쉘프가
표시되지 않으면 연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5. 새 드라이브 쉘프의 * ESM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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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6.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합니다.

7. 더 많은 옵션 표시 * 를 선택하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 IOM/ESM A가 나열됩니다.

◦ SAS-3 드라이브 쉘프의 현재 데이터 속도는 12GBps입니다.

◦ 카드 통신이 정상입니다.

8. IOM12 포트 1과 2에서 B 측 컨트롤러 케이블을 스택의 이전 마지막 쉘프에서 분리한 다음, 새 쉘프 IOM12 포트
1과 2에 연결합니다.

9. 케이블을 새 쉘프의 B측 IOM12 포트 3 및 4와 이전 쉘프 IOM12 포트 1 및 2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이전 마지막 쉘프 사이의 B측 연결을 보여 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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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한 다음 * Show

More options * 를 선택합니다. 카드 통신이 * 예 * 인지 확인합니다.

Optimal(최적) 상태는 새 드라이브 쉘프와 관련된 이중화 오류가 해결되었으며 스토리지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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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핫 애드 완료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 추가된 드라이브 쉘프에서 최신 펌웨어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핫 애드 기능을
완료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홈 * 을 클릭합니다.

2. 페이지 상단 중앙에 * Recover from Problems * 라는 링크가 표시되면 링크를 클릭하여 Recovery Guru에 표시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클릭하고 필요한 경우 아래로 스크롤하여 새로 추가된 드라이브
쉘프를 확인합니다.

4. 이전에 다른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드라이브의 경우, 새로 설치된 드라이브 쉘프에 드라이브를 한 번에 하나씩
추가합니다. 다음 드라이브를 삽입하기 전에 각 드라이브가 인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드라이브를 인식하면 * Hardware * 페이지의 드라이브 슬롯이 파란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5. 지원 * > * 지원 센터 * > * 지원 리소스 * 탭을 선택합니다.

6.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 * 링크를 클릭하고 새 드라이브 쉘프에 설치된 IOM/ESM 펌웨어 및 드라이브
펌웨어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 링크를 찾으려면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필요한 경우 드라이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업그레이드 기능을 해제하지 않으면 IOM/ESM 펌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됩니다.

핫 애드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팬

EF300 또는 EF600 팬 교체에 대한 요구사항

EF300 또는 EF600 어레이에서 장애가 발생한 팬을 교체하기 전에 다음 요구사항을
검토하십시오.

•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되는 대체 팬이 있습니다.

• ESD 밴드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팬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EF300 또는 EF600 팬을 교체합니다

EF300 또는 EF600 어레이에서 팬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EF300 및 EF600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는 5개의 팬이 포함됩니다. 팬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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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빨리 팬을 교체하여 선반이 충분히 냉각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 교체용 팬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작업 공간.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팬을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오프라인으로 설정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2.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서 교체할 팬을 결정합니다.

3.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4. 컨트롤러가 아직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표시합니다.

c. 오프라인 상태로 설정할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d.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 * 을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는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할 수 없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자동으로 액세스하려면 * 대체 네트워크 연결 * 을 선택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가 컨트롤러의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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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업데이트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6.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를 선택하고 세부 정보 영역에서 * OK to remove * 필드가 Yes 로 표시되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함을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

고장난 팬을 새 팬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단계

1. ESD 밴드를 착용하거나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3.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4.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컨트롤러의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다시 당겨서 쉘프에서 빼냅니다.

6. 두 손과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컨트롤러 전면에 엔클로저가 없을 경우 두
손을 사용하여 완전히 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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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장애가 발생한 팬을 제거합니다

고장난 팬을 분리하여 새 팬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단일 나비 나사를 풀고 덮개를 들어올려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제거합니다.

2. 컨트롤러 내부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 컨트롤러에서 장애가 발생한 팬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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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새 팬을 설치합니다

새 팬을 설치하여 장애가 발생한 팬을 교체합니다.

단계

1. 교체 팬을 선반 안으로 완전히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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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재설치

새 팬을 설치한 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내리고 나비나사를 고정합니다.

2. 컨트롤러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천천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컨트롤러가 올바르게 설치되면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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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팬 교체 완료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운영을 재개하십시오.

1.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설정합니다.

a. System Manager에서 하드웨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b. 컨트롤러 후면 표시 * 를 선택합니다.

c. 교체한 팬이 있는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d. 드롭다운 목록에서 * 온라인 상태로 * 를 선택합니다.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를 확인합니다.

다른 컨트롤러와의 통신이 재설정된 경우: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3. 컨트롤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고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최신 버전의 SANtricity OS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메뉴: 하드웨어 [지원 > 업그레이드 센터]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버전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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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 Storage [Volumes](저장소 [볼륨])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든 볼륨 * 페이지에서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배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메뉴 선택: More [Change Ownership](자세히[소유권 변경])를 선택하면 볼륨
소유자가 표시됩니다.

b. 기본 소유자가 볼륨을 모두 소유한 경우 6단계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c. 반환된 볼륨이 없는 경우 볼륨을 수동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More [Redistribute volumes](추가 [볼륨 재배포])

메뉴로 이동합니다.

d. 자동 배포 또는 수동 배포 후 일부 볼륨만 기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Recovery Guru에서 호스트 연결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e. Recovery Guru가 없거나 복구 전문가 단계를 수행한 후에도 볼륨은 여전히 선호하는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팬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EF300 또는 EF600 HIC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EF300 또는 EF600 어레이에서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다음 요구사항을 검토하십시오.

• 이 절차에 대한 가동 중지 시간 유지 관리 기간을 예약했습니다.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두 컨트롤러의 전원이 켜져 있을 때 동일한 HIC 구성을 가져야 하므로 HIC

구성을 변경할 때는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온라인 상태로 전환할 때 교체 HIC가
있는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 새 호스트 포트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케이블, 트랜시버, 스위치 및 HBA(호스트 버스 어댑터)가 있습니다.

호환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또는 을 누릅니다 "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 ESD 밴드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1 십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라벨이 있습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 HIC를 일부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하려면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 변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 지침을 따릅니다
EF300 또는 EF600의 호스트 프로토콜 변경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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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300 컨트롤러는 호스트 연결을 위해 HIC 포트 2를 HIC로 채워야 합니다.

EF300 또는 EF600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 업그레이드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를 업그레이드하여 호스트 포트 수를 늘리거나 호스트 프로토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HIC를 업그레이드할 때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전원을 끄고 HIC를 업그레이드한 다음 전원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에서 HIC를 업그레이드할 때 모든 단계를 반복하여 두 번째 컨트롤러를 제거하고, 두
번째 컨트롤러의 HIC를 업그레이드한 다음, 컨트롤러 쉘프에 전원을 다시 설치하기 전에 두 번째 컨트롤러를 다시
설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F300 또는 EF600 HIC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 이 절차에 대한 다운타임 유지 보수 기간을 예약합니다.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두 컨트롤러의 전원이 켜져 있을 때 동일한 HIC 구성을 가져야 하므로 HIC를
설치할 때는 전원을 꺼야 합니다.

필요한 것

• 컨트롤러와 호환되는 2개의 HIC.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작업 공간.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HIC가 다른 E-Series 컨트롤러를 위해 설계된 경우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컨트롤러와 HIC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전원을 공급하면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1단계: 컨트롤러 쉘프를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HIC를 안전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쉘프를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어레이가 최적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닌 경우 Recovery Guru를 사용하거나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마십시오.

2.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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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3.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스토리지를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4.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라이브에 캐시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 각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6.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a.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케이블을 모두 뽑고 이 케이블을 뽑습니다.

b. 컨트롤러 쉘프의 모든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2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

새 HIC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3. HIC 포트에서 SFP+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경우 제거합니다.

업그레이드하는 HIC 유형에 따라 SFP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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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컨트롤러의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다시 당겨서 쉘프에서 빼냅니다.

6. 두 손과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컨트롤러 전면에 엔클로저가 없을 경우 두
손을 사용하여 완전히 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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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HIC를 제거합니다

기존 HIC를 제거하여 업그레이드된 HIC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단일 나비 나사를 풀고 덮개를 들어올려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제거합니다.

2. 컨트롤러 내부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2개를 제거합니다.

위의 이미지는 HIC의 모양이 다를 수 있는 예입니다.

4.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탈거하십시오.

5. 손가락이나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를 컨트롤러 카드에 고정하는 단일 나비 나사를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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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는 상단에 3개의 나사 위치가 있지만 1개만 고정됩니다.

위의 이미지는 HIC의 모양이 다를 수 있는 예입니다.

6. 컨트롤러 카드를 들어올리고 컨트롤러 밖으로 빼서 HIC를 컨트롤러 카드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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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는 HIC의 모양이 다를 수 있는 예입니다.

7. HIC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4단계: HIC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기존 HIC를 제거한 후 새 HIC를 설치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HIC가 다른 E-Series 컨트롤러를 위해 설계된 경우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컨트롤러와 HIC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전원을 공급하면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단계

1. 새 HIC 및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의 포장을 풉니다.

2. HIC의 단일 나비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HIC 아래쪽에 있는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HIC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위의 이미지는 HIC의 모양이 다를 수 있는 예입니다.

3. HIC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HIC 커넥터를 가볍게 눌러 HIC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 발생 가능한 장비 손상 * — HIC와 나비나사 사이에 있는 컨트롤러 LED의 골드 리본 커넥터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4. HIC 나비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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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는 예시이며 HIC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5.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원래 HIC에서 제거한 HIC 면판을 나사 3개로 장착합니다.

5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재설치

HIC를 업그레이드한 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내리고 나비나사를 고정합니다.

2. 컨트롤러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천천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컨트롤러가 올바르게 설치되면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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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거된 경우 SFP를 새 HIC에 설치하고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둘 이상의 호스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올바른 호스트 포트에 SFP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호스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올바른 호스트 포트에 SFP를 설치해야 합니다.

6단계: HIC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운영을 재개하십시오.

단계

1.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설정합니다.

a.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를 확인합니다.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3. 컨트롤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고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최신 버전의 SANtricity OS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메뉴: 하드웨어 [지원 > 업그레이드 센터]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버전을 설치합니다.

5. 모든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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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orage [Volumes](저장소 [볼륨])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든 볼륨 * 페이지에서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배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메뉴 선택: More [Change Ownership](자세히[소유권 변경])를 선택하면 볼륨
소유자가 표시됩니다.

b. 기본 소유자가 볼륨을 모두 소유한 경우 6단계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c. 반환된 볼륨이 없는 경우 볼륨을 수동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More [Redistribute volumes](추가 [볼륨 재배포])

메뉴로 이동합니다.

d. 자동 배포 또는 수동 배포 후 일부 볼륨만 기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Recovery Guru에서 호스트 연결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e. Recovery Guru가 없거나 복구 전문가 단계를 수행한 후에도 볼륨은 여전히 선호하는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스토리지 배열에서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F300 또는 EF600에서 장애가 발생한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교체합니다

EF300 또는 EF600 어레이에서 장애가 발생한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교체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오류가 발생한 HIC를 교체할 경우 스토리지 어레이의 전원을 끄고 HIC를 교체한 후 전원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F300 또는 EF600 HIC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 이 절차에 대한 다운타임 유지 보수 기간을 예약합니다.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두 컨트롤러의 전원이 켜져 있을 때 동일한 HIC 구성을 가져야 하므로 HIC를
설치할 때는 전원을 꺼야 합니다.

필요한 것

• 컨트롤러와 호환되는 HIC.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작업 공간.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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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HIC가 다른 E-Series 컨트롤러를 위해 설계된 경우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컨트롤러와 HIC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전원을 공급하면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1단계: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설정합니다

HCC를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받는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설정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2.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서 교체할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3.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4. 컨트롤러가 아직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표시합니다.

c. 오프라인 상태로 설정할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d.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 * 을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는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할 수 없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자동으로 액세스하려면 * 대체 네트워크 연결 * 을
선택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가 컨트롤러의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6.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를 선택하고 세부 정보 영역에서 제거 확인 필드가 예 로 표시되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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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

결함이 있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교체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3. HIC 포트에서 SFP+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경우 제거합니다.

업그레이드하는 HIC 유형에 따라 SFP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컨트롤러의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다시 당겨서 쉘프에서 빼냅니다.

6. 두 손과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컨트롤러 전면에 엔클로저가 없을 경우 두
손을 사용하여 완전히 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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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HIC를 제거합니다

기존 HIC를 제거하여 업그레이드된 HIC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단일 나비 나사를 풀고 덮개를 들어올려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제거합니다.

2. 컨트롤러 내부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2개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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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는 예시이며 HIC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탈거하십시오.

5. 손가락이나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를 컨트롤러 카드에 고정하는 단일 나비 나사를 풉니다.

HIC는 상단에 3개의 나사 위치가 있지만 1개만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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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는 예시이며 HIC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6. 컨트롤러 카드를 들어올리고 컨트롤러 밖으로 빼서 HIC를 컨트롤러 카드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위의 이미지는 예시이며 HIC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7. HIC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4단계: HIC를 교체합니다

기존 HIC를 제거한 후 새 HIC를 설치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HIC가 다른 E-Series 컨트롤러를 위해 설계된 경우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 구성이 있는 경우 컨트롤러와 HIC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전원을 공급하면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단계

1. 새 HIC 및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의 포장을 풉니다.

2. HIC의 단일 나비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HIC 아래쪽에 있는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HIC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HIC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HIC 커넥터를 가볍게 눌러 HIC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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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장비 손상 — HIC와 나비나사 사이에 있는 컨트롤러 LED의 금색 리본 커넥터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위의 이미지는 예시이며 HIC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HIC 나비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5.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원래 HIC에서 제거한 HIC 면판을 나사 3개로 장착합니다.

5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재설치

HIC를 교체한 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내리고 나비나사를 고정합니다.

2. 컨트롤러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천천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컨트롤러가 올바르게 설치되면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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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FP를 새 HIC에 설치하고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둘 이상의 호스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올바른 호스트 포트에 SFP를 설치해야 합니다.

6단계: HIC 교체 완료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운영을 재개하십시오.

단계

1.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설정합니다.

a. System Manager에서 하드웨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b. 컨트롤러 후면 표시 * 를 선택합니다.

c. 교체한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는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d. 드롭다운 목록에서 * 온라인 상태로 * 를 선택합니다.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를 확인합니다.

다른 컨트롤러와의 통신이 재설정된 경우: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3. 컨트롤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고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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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신 버전의 SANtricity OS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메뉴: 하드웨어 [지원 > 업그레이드 센터]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버전을 설치합니다.

5. 모든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 Storage [Volumes](저장소 [볼륨])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든 볼륨 * 페이지에서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배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메뉴 선택: More [Change Ownership](자세히[소유권 변경])를 선택하면 볼륨
소유자가 표시됩니다.

b. 기본 소유자가 볼륨을 모두 소유한 경우 6단계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c. 반환된 볼륨이 없는 경우 볼륨을 수동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More [Redistribute volumes](추가 [볼륨 재배포])

메뉴로 이동합니다.

d. 자동 배포 또는 수동 배포 후 일부 볼륨만 기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Recovery Guru에서 호스트 연결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e. Recovery Guru가 없거나 복구 전문가 단계를 수행한 후에도 볼륨은 여전히 선호하는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 변환

EF300 또는 EF600 호스트 프로토콜 전환 요구사항

EF300 또는 EF600 어레이에 대한 호스트 프로토콜을 변환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 이 절차에 대한 가동 중지 시간 유지 관리 기간을 예약했습니다.

• 변환을 수행할 때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변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대역외 관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역내 관리를 사용하여 이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 변환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확보했으며 새로운 HIC 및/또는 SFP 세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NetApp 세일즈
담당자는 귀사가 필요한 하드웨어를 결정하고 올바른 부품을 주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중 프로토콜 SFP 트랜시버는 16Gb 및 8Gb FC와 10Gb iSCSI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중 프로토콜을 사용
중이거나 FC와 iSCSI 간 전환 중인 경우 SFP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부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 변환의 경우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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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300 또는 EF600의 호스트 프로토콜 변경

EF300 또는 EF600 어레이에서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을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이
절차는 Infiniband(IB) 또는 파이버 채널(FC)을 사용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에만
적용됩니다.

1단계: 기능 팩 키를 얻습니다

기능 팩 키를 얻으려면 컨트롤러 쉘프의 일련 번호, 기능 활성화 코드 및 스토리지 어레이의 기능 활성화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단계

1. 일련 번호를 찾습니다.

a.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지원 [지원 센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리소스 *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 상위 스토리지 어레이 속성 보기 *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c. 섀시 일련 번호 * 를 찾아 이 값을 텍스트 파일로 복사합니다.

2. 피처 팩 하위 모델 ID * 를 찾습니다.

a.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지원 * 을 선택합니다.

b. 지원 센터 * 타일을 선택합니다.

c. 지원 리소스 탭에서 * 스토리지 어레이 프로필 * 링크를 찾아 선택합니다.

d. 텍스트 상자에 * 피처 팩 하위 모델 ID * 를 입력하고 * 찾기 * 를 클릭합니다.

e. 시작 구성에 대한 피처 팩 하위 모델 ID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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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팩 하위 모델 ID를 사용하여 시작 구성에 대한 해당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를 찾고 다음 표에서 원하는 최종
구성에 대한 기능 활성화 코드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기능 활성화 코드를 텍스트 파일로 복사합니다.

구성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설정을 종료하는 중입니다 기능 활성화 코드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

HIC 포트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

HIC 포트

443 NVMe/FC

또는

NVMe/RoCE

444 NVMe/IB DH5-HB4-ZK9QH

448 FC 7HZ-EB4-ZHAYW 491 iSER/IB

0H1-675-Z5SII 492 SRP/IB NHD-V75-ZB6ZX 444

NVMe/FC

또는

NVMe/IB

443 NVMe/RoCE YH3-XB4-ZJRIZ 448

FC 2HU-BB4-ZFCG5 491 iSER/IB 2H3-P75-Z6AQG

492 SRP/IB 5HG-G75-ZDNEZ 448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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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설정을 종료하는 중입니다 기능 활성화 코드

443 NVMe/FC

또는

NVMe/RoCE

JHX-UB4-ZGTP1 444 NVMe/FC

또는

NVMe/IB

LHS-RB4-ZDV29 491 iSER/IB FH6-975-Z7Q7H 492

SRP/IB 0HI-Z75-ZE4L5 491 iSER/IB 443

NVMe/FC 또는
NVMe/RoCE

MHQ-M85-ZIJNT 444 NVMe/FC 또는
NVMe/IB

4HS-685-ZJZ1U

448 FC YHU-P85-ZLHCX 465 FC/PTL

AHX-985-ZMXMI 492 SRP/IB ZHZ-S85-ZNF4J 492

SRP/IB 443 NVMe/FC 또는
NVMe/RoCE

EH3-C85-Z0V93 444

NVMe/FC 또는
NVMe/IB

BH5-V85-ZQDQJ 448 FC 1H8-F85-ZRT1V

465 FC/PTL 1HA-Y85-ZSB7S 491 iSER/IB

KHD-I85-ZUSMI 465 FC/PTL 491 iSER

6H8-S75-Z98FH 492 SRP NHL-J75-ZFL3W 516

NVMe/RoCE 517 NVMe/IB LHF-285-ZV9YZ 518

FC ihi-L85-ZXQEP 519 iSER/IB RHK-585-ZY7P5

520 FC-PTL NHN-095-ZZ0XF 521입니다 SRP/IB

GHP-895-Z25BD 517 NVMe/IB 516 NVMe/RoCE

7HS-R95-Z3M06 518 FC UHU-B95-Z43X2 519

FC-PTL 8HX-U95-Z5K6F 520 iSER/IB UHZ-E95-Z71LH

521입니다 SRP/IB SH2-X95-Z8IVS 518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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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설정을 종료하는 중입니다 기능 활성화 코드

516 NVMe/FC 또는

NVMe/RoCE

UH5-H95-Z9Z58 517 NVMe/FC 또는

NVMe/IB

XH7-195-ZBGJC 519 FC-PTL FHA-K95-ZCXX0 520

iSER/IB JHC-595-ZDE3X 521입니다 SRP/IB 0HF-095-ZFVFN

519 FC-PTL 516 NVMe/FC 또는
NVMe/RoCE

YHH-895-ZGCXS

517 NVMe/FC 또는
NVMe/IB

2HK-R95-ZHT83 518 FC

1HM-BA5-ZJALA 520 iSER/IB YHP-UA5-ZKRXA 521입니다

SRP/IB MHR-EA5-ZL83V 520 iSER/IB 516

NVMe/FC 또는
NVMe/RoCE

HHU-XA5-ZNPLT 517 NVMe/FC 또는
NVMe/IB

YHW-HA2-Z07QK

518 FC WHZ-1A5-ZPN4U 519 FC/PTL

7H2-KA5-ZR5C3 521입니다 SRP 3H5-4A5-ZSLVX 521입니다

SRP/IB 516 NVMe/FC 또는
NVMe/RoCE

1H7-NA5-ZT31W 517

NVMe/FC 또는
NVMe/IB

XHA-7A5-ZVJGC 518 FC KHC-QA5-ZW1P3

519 FC/PTL CHE-AA5-ZXH2F 520 iSER/IB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가 목록에 없으면 에 문의하십시오 "NetApp 지원".

4. System Manager에서 Enable Identifier 기능을 찾습니다.

a. 설정 [시스템] 메뉴로 이동합니다.

b. 아래로 스크롤하여 * 추가 기능 * 을 찾습니다.

c. 기능 팩 변경 * 에서 * 기능 식별자 사용 * 을 찾습니다.

d. 이 32자리 숫자를 복사하여 텍스트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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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 이동합니다 "NetApp 라이센스 활성화: 스토리지 어레이 프리미엄 기능 활성화"을 누르고 기능 팩을 얻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섀시 일련 번호

◦ 기능 활성화 코드

◦ 기능 활성화 식별자 참고: 프리미엄 기능 활성화 웹 사이트에는 ""프리미엄 기능 활성화 지침"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 이러한 지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6. 기능 팩의 키 파일을 이메일로 받을지 또는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2단계: 호스트 I/O 중지

호스트 포트의 프로토콜을 변환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모든 입출력 작업을 중지합니다.

변환을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421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http://partnerspfk.netapp.com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2.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라이브에 캐시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 각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4.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3단계: 기능 팩을 변경합니다

기능 팩을 변경하여 호스트 포트의 호스트 프로토콜을 변환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설정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추가 기능 * 아래에서 * 기능 팩 변경 * 을 선택합니다.

3. 찾아보기 * 를 클릭한 다음 적용할 기능 팩을 선택합니다.

4. 필드에 * change * 를 입력합니다.

5. 변경 * 을 클릭합니다.

기능 팩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두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두 번 재부팅되므로 새 기능 팩이 적용됩니다.

재부팅이 완료되면 스토리지 배열이 응답 상태로 돌아갑니다.

6. 호스트 포트에 원하는 프로토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a.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Show back of shelf * 를 클릭합니다.

c. 컨트롤러 A 또는 컨트롤러 B의 그래픽을 선택합니다

d. 컨텍스트 메뉴에서 * 설정 보기 * 를 선택합니다.

e. Host Interfaces * 탭을 선택합니다.

f. 추가 설정 표시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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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로 이동합니다 "호스트 프로토콜 변환을 완료합니다".

EF300 또는 EF600에 대한 호스트 프로토콜 변환을 완료합니다

기능 팩 키를 적용하여 프로토콜을 변환한 후에는 해당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호스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계별 지침은 해당 시스템에 맞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Linux Express 구성"

• "VMware Express 구성"

• "Windows Express 구성"

특정 설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를 확인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솔루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추가 권장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

EF300 또는 EF600 전원 공급 장치 교체에 대한 요구사항

EF300 또는 EF600 어레이의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하기 전에 다음 요구사항을 검토하십시오.

•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되는 대체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전압 유형이 다른 PSU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항상 Like를 사용합니다.

• ESD 밴드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EF300 또는 EF600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합니다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컨트롤러 쉘프에 이중 전원이 공급되도록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을 선택하여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의 주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또는 내장형 팬에 장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필요한 것

• 컨트롤러 쉘프에 지원되는 교체 전원 공급 장치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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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장애가 발생한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하여 새 전원 공급 장치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새 전원 공급 장치의 포장을 풀고 드라이브 쉘프 근처의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고장난 전원 공급 장치를 반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2. 전원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a. 전원 코드 고정 장치를 연 다음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b. 전원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3. 전원 공급 장치 오른쪽에 있는 탭을 찾아 전원 공급 장치 쪽으로 누르십시오.

4. 전원 공급 장치의 전면에서 핸들을 찾습니다.

5. 핸들을 사용하여 전원 공급 장치를 시스템에서 똑바로 밀어 꺼냅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할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무게를 지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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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새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고 교체를 완료합니다

결함이 있는 전원 공급 장치를 제거한 후 새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합니다.

단계

1. 양손으로 전원 공급 장치의 가장자리를 시스템 섀시의 입구에 맞춘 다음 캠 핸들을 사용하여 전원 공급 장치를
섀시에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키 입력 방식이며 한 방향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시스템에 밀어 넣을 때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커넥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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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고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메뉴 [업그레이드 센터] 를 클릭하여 최신 버전의 SANtricity OS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버전을 설치합니다.

다음 단계

전원 공급 장치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SAS 확장 카드

EF300 및 EF600 SAS 확장 카드 교체 요구사항

EF300 또는 EF600에 SAS 확장 카드를 추가하려는 경우 다음 요구사항을 검토하십시오.

• 을 따라야 합니다 "EF300 및 EF600 스토리지 시스템 설치 및 설정" 를 눌러 컨트롤러를 설정합니다.

•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SANtricity OS

업그레이드 중".

• 이 절차에 대한 다운타임 유지 보수 기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두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모두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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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D 밴드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1 십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라벨이 있습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 드라이브 트레이 확장을 위해 포트 1에 SAS 확장 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EF300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 SAS 확장을 케이블로 연결하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E-Series 하드웨어 케이블링" 를 참조하십시오.

EF300 및 EF600에 SAS 확장 카드 추가

드라이브 트레이 확장을 위해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에 SAS 확장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AS 확장 카드를 추가할 경우 스토리지 어레이의 전원을 끄고 새 SAS 확장 카드를 설치한 다음 전원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F300 및 EF600 SAS 확장 카드 교체 요구사항".

• 이 절차에 대한 다운타임 유지 보수 기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는 두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모두 사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컨트롤러 HIC 구성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 컨트롤러와 호환되는 SAS 확장 카드.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작업 공간.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컨트롤러 쉘프를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SAS 확장 카드를 안전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쉘프를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어레이가 최적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닌 경우 Recovery Guru를 사용하거나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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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3.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스토리지를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4.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라이브에 캐시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 각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6.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a.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케이블을 모두 뽑고 이 케이블을 뽑습니다.

b. 컨트롤러 쉘프의 모든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2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

새 SAS 확장 카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단계

1. ESD 밴드를 착용하거나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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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4.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컨트롤러의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다시 당겨서 쉘프에서 빼냅니다.

6. 두 손과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컨트롤러 전면에 엔클로저가 없을 경우 두
손을 사용하여 완전히 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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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새 SAS 확장 카드를 추가합니다

드라이브 트레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SAS 확장 카드를 설치합니다.

단계

1. 단일 나비 나사를 풀고 덮개를 들어올려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제거합니다.

2. 컨트롤러 내부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2개를 분리하고
페이스플레이트를 분리합니다.

4. SAS 확장 카드의 단일 나비 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확장 카드 하단의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확장 카드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SAS 확장 카드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5. SAS 확장 카드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확장 카드를 가볍게 눌러 확장 카드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6. SAS 확장 카드 손잡이 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7.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분리한 전면판을 두 개의 나사로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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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재설치

새 SAS 확장 카드를 설치한 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내리고 나비나사를 고정합니다.

2. 컨트롤러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천천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컨트롤러가 올바르게 설치되면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5단계: SAS 확장 카드 추가를 완료합니다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운영을 재개하십시오.

단계

1.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여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를 확인합니다.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3. 컨트롤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고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31



4. 최신 버전의 SANtricity OS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메뉴: 하드웨어 [지원 > 업그레이드 센터]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버전을 설치합니다.

5. 모든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 Storage [Volumes](저장소 [볼륨])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든 볼륨 * 페이지에서 볼륨이 기본 소유자에게
배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메뉴 선택: More [Change Ownership](자세히[소유권 변경])를 선택하면 볼륨
소유자가 표시됩니다.

b. 기본 소유자가 볼륨을 모두 소유한 경우 6단계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c. 반환된 볼륨이 없는 경우 볼륨을 수동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More [Redistribute volumes](추가 [볼륨 재배포])

메뉴로 이동합니다.

d. 자동 배포 또는 수동 배포 후 일부 볼륨만 기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Recovery Guru에서 호스트 연결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e. Recovery Guru가 없거나 복구 전문가 단계를 수행한 후에도 볼륨은 여전히 선호하는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7.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SAS 확장을 케이블로 연결하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E-Series 하드웨어 케이블링" 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

스토리지 배열에 SAS 확장 카드를 추가하는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2800

E2800 하드웨어 유지 관리

E2800 스토리지 시스템의 경우, 다음 구성 요소에 대한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각 컨트롤러 캐니스터에는 AC 전원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캐싱된 데이터를 보관하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보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System Manager 기능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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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스터

캐니스터는 3가지 유형, 즉 12-드라이브 또는 24-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서 이중 전원을 공급하고
적절한 냉각 기능을 제공하는 전원 팬 캐니스터,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중복에
사용되는 전원 캐니스터,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를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팬 캐니스터를
지원합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물리적 데이터 저장 매체를 제공하는 전자기 기계 장치입니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는 컨트롤러 캐니스터 내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2800 컨트롤러에는
컨트롤러 카드 자체에 내장 호스트 포트와 HIC 옵션 중 호스트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내장된 호스트
포트를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라고 합니다. HIC에 내장된 호스트 포트를 HIC 포트라고 합니다.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입니다

호환성과 통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호스트의 프로토콜을 다른 프로토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E2800 배터리 교체 요구 사항

E2800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요구 사항과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각 컨트롤러 캐니스터에는 AC 전원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캐싱된 데이터를 보관하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covery Guru에서 알려줍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다음 상태 중 하나를 보고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 배터리 고장

• 배터리 교체가 필요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절차 개요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장애가 발생한 배터리를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은 E2800 컨트롤러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1. 양면 또는 단면 구성의 적절한 단계에 따라 교체를 준비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3.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4. 새 배터리를 장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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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다시 설치합니다.

6. 양면 또는 단면 구성의 적절한 단계에 따라 교체를 완료합니다.

이중 또는 단일 구성

배터리 교체 단계는 다음과 같이 1개 또는 2개의 컨트롤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다음 기능이 있는 경우: 필수 사항…

컨트롤러 2개(이중) 1.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3.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4.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5.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단일 컨트롤러(단일) 1.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2.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3.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4.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5.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6. 컨트롤러 쉘프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배터리 교체 요구 사항

고장난 배터리를 교체할 계획이라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교체용 배터리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E2800 배터리 교체 준비

배터리 교체 준비 단계는 이중 구성(컨트롤러 2개) 또는 단일 구성(컨트롤러 1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양면 인쇄 구성은 를 참조하십시오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이중) 상태로 전환.

• 단면 구성은 를 참조하십시오 컨트롤러 쉘프 전원 끄기(단일).

시작하기 전에

• 사용 중인 볼륨이 없거나 이러한 볼륨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에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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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검토합니다 "E2800 배터리 교체 요구 사항".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이중) 상태로 전환

이중 구성이 있는 경우 장애가 발생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받는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하지 않는 컨트롤러는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최적 상태).

스토리지 배열에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이중 구성).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2.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서 교체할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3.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Save storageArray dbmDatabase sourceLocation = 온보드 contentType = 모든 파일 = "파일 이름";"

4.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5. 컨트롤러가 아직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i.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ii.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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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오프라인 상태로 설정할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iv.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 * 을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는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할 수 없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자동으로 액세스하려면 * 대체 네트워크
연결 * 을 선택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A: *'et controller[a] availability=offline’의 경우

▪ 컨트롤러 B: *'et controller[b] availability=offline’의 경우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가 컨트롤러의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7. 로 이동합니다 "E2800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컨트롤러 쉘프 전원 끄기(단일)

단일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가 발생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하나의 컨트롤러(단일 구성)가 있는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Save storageArray dbmDatabase sourceLocation = 온보드 contentType = 모든 파일 = "파일 이름";"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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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3.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b.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c.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4.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캐시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기록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6.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7.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8. 컨트롤러 쉘프의 모든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9. 로 이동합니다 "E2800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E2800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배터리를 분리하려면 컨트롤러 쉘프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해야 합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할 때 모든 케이블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 밖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단계

1. ESD 밴드를 착용하거나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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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4.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호스트 포트가 SFP+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경우 포트를 설치된 상태로 둡니다.

5.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캠 핸들의 래치를 꽉 잡고 분리될 때까지 캠 핸들을 오른쪽으로 열어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분리합니다.

다음 그림은 E2812 컨트롤러 쉘프,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의 예입니다.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28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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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7. 양손과 캠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2812 컨트롤러 쉘프,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면
플랩이 제자리에서 회전하여 빈 베이를 차단하여 공기 흐름과 냉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9.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10. 로 이동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E2800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E2800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컨트롤러 쉘프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한 후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단추를 누르고 덮개를 밀어서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분리합니다.

2. 컨트롤러 내부(배터리와 DIMM 사이)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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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내부 캐시 활성 _

◦ (2) * _ 배터리 _

3. 배터리의 파란색 분리 래치를 찾습니다.

4. 분리 래치를 아래로 누르고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멀리 밀어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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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배터리 분리 래치 _

◦ (2) * _ 배터리 _

5. 배터리를 들어 올려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꺼냅니다.

6.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려면 해당 지역의 적절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리튬 배터리는 컨트롤러 선반
안에 설치하지 않는 한 항공편으로 배송하지 마십시오.

7. 로 이동합니다 "새 배터리를 장착하십시오".

새 E2800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제거한 후 새 배터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교체용 배터리입니다.

•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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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배터리의 포장을 풀고 정전기가 없는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IATA 안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교체 배터리는 30% 이하의 충전 상태(SoC)로 배송됩니다. 전원을
다시 켜면 교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고 최초 학습 사이클이 완료될 때까지 쓰기 캐싱이 재개되지
않습니다.

2. 배터리 슬롯이 사용자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방향을 맞춥니다.

3. 배터리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약간 아래쪽으로 삽입합니다.

배터리 전면의 금속 플랜지를 컨트롤러 캐니스터 하단의 슬롯에 삽입하고 배터리 상단을 캐니스터 왼쪽의 작은 정렬
핀 아래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4. 배터리 래치를 위로 이동하여 배터리를 고정합니다.

래치가 제자리에 고정되면 래치 하단이 섀시의 금속 슬롯에 후크됩니다.

◦ (1) * _ 배터리 분리 래치 _

◦ (2) * _ 배터리 _

5.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어 배터리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하드웨어 손상 가능성 * — 배터리 전면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슬롯에 완전히
삽입되어야 합니다(첫 번째 그림 참조). 배터리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두 번째 그림 참조)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 보드에 닿게 되어 전원을 공급할 때 컨트롤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 정답 * — 배터리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의 슬롯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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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됨 * — 배터리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의 슬롯에 삽입되지 않음:

+

6. 로 이동합니다 "E2800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다시 설치합니다".

E2800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다시 설치합니다

새 배터리를 장착한 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덮개를 뒤로 밀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덮개를 다시 설치합니다.

2. 이동식 덮개가 아래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3. 캠 핸들을 열린 위치로 둔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완전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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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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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_ 캠 핸들 _

4. 캠 핸들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5.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6. 로 이동합니다 "E2800 배터리를 완전히 교체합니다".

E2800 배터리를 완전히 교체합니다

배터리 교체 단계는 이중 구성(컨트롤러 2개) 또는 단일 구성(컨트롤러 1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양면 인쇄 구성은 를 참조하십시오 컨트롤러를 온라인(양면 인쇄)으로 배치.

• 단면 구성은 를 참조하십시오 컨트롤러 전원 켜기(단일).

컨트롤러를 온라인(양면 인쇄)으로 배치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두고 스토리지 어레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컨트롤러가 두 개인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 수와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컨트롤러와의 통신이 재설정된 경우: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컨트롤러가 오프라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반복 시퀀스 * OS *, * OL *, *blank * 가
표시됩니다.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

▪ (1) * _주의 LED(황색) _

▪ (2) * _7 세그먼트 표시 _

▪ (3) * _ 호스트 링크 LED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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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i.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ii.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Show back of shelf * 를 선택합니다.

iii. 온라인으로 설정하려는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iv.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온라인 위치 * 를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컨트롤러가 온라인 상태가 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다시 온라인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A: * et controller [a] availability = online;"

▪ 컨트롤러 B: * 의 경우 [b] 가용성온라인;"

3. 컨트롤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경우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터리 및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배터리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전원 켜기(단일)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켜 올바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컨트롤러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쉘프 후면에서 전원 스위치 2개를 켭니다.

◦ 전원 켜기 프로세스 중에는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90초 이하의 시간이 소요되는 전원 스위치를 끄지
마십시오.

◦ 각 선반의 팬은 처음 시작할 때 매우 시끄럽습니다. 시동 중 큰 소음이 정상입니다.

446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반복 시퀀스 * OS *, * SD *, *blank * 가 표시되어 컨트롤러가 일일 시작(SOD)

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컨트롤러가 성공적으로 부팅되면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트레이 ID가
표시됩니다.

◦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컨트롤러의 주황색 주의 LED가 켜졌다가 꺼집니다.

◦ 녹색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집니다.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 수와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1) * _주의 LED(황색) _

▪ (2) * _7 세그먼트 표시 _

▪ (3) * _ 호스트 링크 LED _

3. 컨트롤러의 상태가 Optimal(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경우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터리 및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배터리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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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800 컨트롤러 교체 요구 사항

E2800 컨트롤러를 교체하거나 추가하기 전에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각 컨트롤러 캐니스터에는 컨트롤러 카드, 배터리 및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컨트롤러를 단일 구성에 추가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IOM12 및 IOM12B 드라이브 쉘프에 적용됩니다.

IOM12B 모듈은 SANtricity OS 11.70.2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IOM12B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컨트롤러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쉘프 IOM 핫 스왑 또는 교체와 유사합니다. 즉, IOM12 모듈을 다른 IOM12 모듈로
교체하거나 IOM12B 모듈을 다른 IOM12B 모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쉘프는 IOM12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IOM12B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컨트롤러 추가 요구 사항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단일 버전의 컨트롤러 쉘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E2812 컨트롤러 쉘프

• E2824 컨트롤러 쉘프

• EF280 플래시 어레이

이 그림은 두 번째 컨트롤러(컨트롤러 캐니스터 1개와 컨트롤러 블랭크)를 추가하고 두 번째 컨트롤러(컨트롤러
캐니스터 2개)를 추가한 후 컨트롤러 쉘프의 예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보여 줍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있는 호스트 포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컨트롤러를 추가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현재 설치된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부품 번호가 동일한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

• 현재 설치된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HIC와 동일한 새 HIC(현재 설치된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호스트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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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포함된 경우에만 필요)

• 새 컨트롤러 포트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케이블, 트랜시버, 스위치 및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호환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또는 을 누릅니다 "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 두 컨트롤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트에 설치된 다중 경로 드라이버 을 참조하십시오 "Linux Express 구성",

"Windows Express 구성", 또는 "VMware Express 구성" 를 참조하십시오.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새 케이블을 식별하기 위한 레이블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선택적으로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일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I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용(버전 11.60 이상) * — System Manager에서 CLI 패키지(zip 파일)를
다운로드합니다. 설정 [시스템 > 추가 기능 > 명령줄 인터페이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DOS C:

프롬프트와 같은 운영 체제 프롬프트에서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EMW(엔터프라이즈 관리 창) * — 빠른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EMW에서 도구 [스크립트 실행] 메뉴를 선택하여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교체 요구 사항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할 경우 배터리와 HIC가 설치된 경우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이를
제거하여 교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오류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하도록 안내합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황색 주의 LED가 켜져 컨트롤러에 장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 (1) * _주의 LED _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 주며,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호스트 포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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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를 교체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교체 중인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부품 번호가 동일한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선택적으로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일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I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용(버전 11.60 이상) * — System Manager에서 CLI 패키지(zip 파일)를
다운로드합니다. 설정 [시스템 > 추가 기능 > 명령줄 인터페이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DOS C:

프롬프트와 같은 운영 체제 프롬프트에서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EMW(엔터프라이즈 관리 창) * — 빠른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EMW에서 도구 [스크립트 실행] 메뉴를 선택하여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구성 요구 사항

컨트롤러 쉘프에 2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이중 구성),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이 켜져 있고
호스트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선반의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는 최적 상태입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 세부 정보 영역에 있는 제거할 수 있음 필드가* 예*로 표시되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일 구성 요구사항

단일 컨트롤러 캐니스터(단일 구성)만 있는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할 때까지 스토리지 어레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입출력 작업을 중지하고 스토리지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E2800에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추가합니다

E2800 어레이에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E2812 컨트롤러 쉘프,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의 단일 버전에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절차를 단방향 - 양방향 변환이라고도 하며, 이는 온라인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현재 설치된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부품 번호가 동일한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 (부품 번호를 확인하려면 1단계를
참조하십시오.)

• 현재 설치된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HIC와 동일한 새 HIC(현재 설치된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가 포함된 경우에만 필요)

• ESD 밴드로 손목밴드를 착용하거나 기타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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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십자 드라이버.

• 새 케이블을 식별하기 위한 레이블 호환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또는 을 누릅니다 "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 새 컨트롤러 포트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케이블, 트랜시버, 스위치 및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새 컨트롤러의 부품 번호를 확인합니다

새 컨트롤러의 부품 번호가 현재 설치된 컨트롤러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단계

1.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포장을 풀고 정전기가 없는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 뒷면에서 MAC 주소 및 FRU 부품 번호 레이블을 찾습니다.

◦ (1) * _MAC 주소: _ 관리 포트 1의 MAC 주소(""P1"). DHCP를 사용하여 원래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얻은 경우
이 주소가 새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 _FRU 부품 번호: _ 이 번호는 현재 설치된 컨트롤러의 교체 부품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설치된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교체 부품 번호를 찾습니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컨트롤러 아이콘으로 표시된 컨트롤러 쉘프를 찾습니다 .

c. 컨트롤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d.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 기본 * 탭에서 컨트롤러의 * 교체 부품 번호 * 를 기록해 둡니다.

4. 설치된 컨트롤러의 교체 부품 번호가 새 컨트롤러의 FRU 부품 번호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두 부품 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 절차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또한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가 포함된 경우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동일한 HIC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컨트롤러 또는 HIC가 있으면 새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새 컨트롤러가 잠기게 됩니다.

2단계: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설치합니다

현재 설치된 컨트롤러에 HIC가 포함된 경우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동일한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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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해야 합니다.

단계

1. 새 HIC의 포장을 풀고 기존 HIC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두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된 HIC는 동일해야 합니다. 교체
HIC가 교체 중인 HIC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 절차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새 컨트롤러가 온라인 상태가 되면 잠기게 됩니다.

2. 커버가 위를 향하도록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3. 덮개의 버튼을 누르고 덮개를 밀어 분리합니다.

4. 1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블랭크 페이스 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4개를 분리하고
전면판을 제거합니다.

5. HIC의 3개의 나비 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HIC 하단의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HIC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 HIC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HIC 커넥터를 가볍게 눌러 HIC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 장비 손상 가능성 * — HIC와 나비 나사 사이의 컨트롤러 LED에 골드 리본 커넥터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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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7. HIC 나비 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8. 1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앞서 분리한 나사 4개로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합니다.

9.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덮개를 뒤로 밀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덮개를 다시 설치합니다.

10. 설치할 준비가 될 때까지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옆에 둡니다.

3단계: 지원 데이터 수집

구성 요소를 교체하기 전과 교체 후에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면 교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전체
로그 세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어레이가 최적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닌 경우 Recovery Guru를 사용하거나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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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3.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4단계: 구성을 양면으로 변경합니다

컨트롤러 쉘프에 두 번째 컨트롤러를 추가하기 전에 새 NVSRAM 파일을 설치하고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을 양면 인쇄 모드로 설정하여 구성을 이중 모드로 변경해야 합니다. NVSRAM 파일의 이중 버전은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컨트롤러 펌웨어)용 다운로드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계

1.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관리 클라이언트로 최신 NVSRAM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a.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지원 [업그레이드 센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영역에서 * NetApp SANtricity OS 다운로드 * 를 클릭합니다.

b.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 E-Series SANtricity OS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 를 선택합니다.

c. 온라인 지침에 따라 설치할 NVSRAM 버전을 선택한 다음 파일 다운로드를 완료합니다. NVSRAM의 양면
버전을 선택해야 합니다(파일 이름 끝에 "D""가 있음).

파일 이름은 * N290X-830834-D01.DLP * 와 비슷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파일을 업그레이드합니다.

* 데이터 손실 또는 스토리지 배열 손상 위험 * — 업그레이드 중에 스토리지 배열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전원을 유지합니다.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 중에는 작업을 취소할 수 있지만 전송 또는 활성화 중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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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에서 * 업그레이드 시작 * 을 클릭합니다.

ii. 컨트롤러 NVSRAM 파일 * 선택 옆에 있는 * 찾아보기 * 를 클릭한 다음 다운로드한 NVSRAM 파일을
선택합니다.

iii. 시작 * 을 클릭한 다음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시작되고 다음이 발생합니다.

▪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이 시작됩니다.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에 실패하면 Recovery Guru를
사용하거나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컨트롤러 파일이 전송되고 활성화됩니다. 필요한 시간은 스토리지 배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재부팅되어 새 설정이 적용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download storageArray NVSRAM file="filename"

healthCheckMelOverride=FALSE;

이 명령에서 파일 이름은 컨트롤러 NVSRAM 파일(이름에 "dl"이 있는 파일)의 이중 버전 파일 경로와 파일
이름입니다. 파일 경로와 파일 이름은 큰따옴표(" ")로 묶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ile="C:\downloads\N290X-830834-D01.dlp"

3. (선택 사항) 업그레이드된 항목 목록을 보려면 * 로그 저장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latest-upgrade-log-timestamp.txt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컨트롤러 NVSRAM을 업그레이드한 후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하드웨어 페이지로 이동하여 모든 구성 요소가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지원 [업그레이드 센터] 메뉴로 이동한 다음 *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 * 링크를 클릭합니다). 새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 컨트롤러 NVSRAM을 업그레이드할 때 기존 NVSRAM에 적용한 모든 사용자 정의 설정은 활성화 과정 중에
유실됩니다. 활성화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NVSRAM에 사용자 정의 설정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4. CLI 명령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 설정을 이중화로 변경합니다. CLI를 사용하려면 CLI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경우
명령 프롬프트를 열거나 Storage Manager가 설치된 경우 EMW(Enterprise Management Window)를 열 수
있습니다.

◦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i.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스토리지를 단면 인쇄에서 양면 인쇄로 전환합니다.

set storageArray redundancyMode=duplex;

ii.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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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 controller [a];

◦ EMW 인터페이스에서:

i.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ii. 메뉴 선택: 도구 [스크립트 실행].

iii. 텍스트 상자에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et storageArray redundancyMode=duplex;

iv. 메뉴 선택: 도구 [Verify and Execute](확인 및 실행)를 선택합니다.

v. 텍스트 상자에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reset controller [a];

vi. 메뉴 선택: 도구 [Verify and Execute](확인 및 실행)를 선택합니다.

컨트롤러가 재부팅되면 ""대체 컨트롤러 없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는 컨트롤러 A가 이중 모드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메시지는 두 번째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호스트 케이블을 연결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5단계: 컨트롤러 블랭크를 분리하십시오

두 번째 컨트롤러를 설치하기 전에 컨트롤러 보호물을 분리합니다. 컨트롤러 빈칸은 컨트롤러가 하나만 있는 컨트롤러
쉘프에 설치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블랭크가 분리될 때까지 캠 핸들의 래치를 누른 다음 캠 핸들을 오른쪽으로 엽니다.

2. 블랭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잡아당겨 선반에서 꺼낸 후 한쪽에 둡니다.

컨트롤러 블랭크를 분리할 때 플랩이 제자리에서 회전하여 빈 베이를 차단합니다.

6단계: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 설치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설치하여 단일 구성을 이중 구성으로 변경합니다.

단계

1. 이동식 덮개가 아래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2. 캠 핸들을 열린 위치로 둔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완전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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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3. 캠 핸들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4. SFP+ 트랜시버를 삽입하고 케이블을 새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7단계: 두 번째 컨트롤러 추가 완료

두 번째 컨트롤러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듀플렉스 NVSRAM 파일을 재설치하고, 컨트롤러 간에 볼륨을
분산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두 번째 컨트롤러를 추가하는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다른 컨트롤러와의 통신이 재설정된 경우: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컨트롤러가 오프라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반복 시퀀스 * OS *, * OL *, *blank * 가
표시됩니다.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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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주의 LED(황색) _

▪ (2) * _7 세그먼트 표시 _

▪ (3) * _ 호스트 링크 LED _

2. 컨트롤러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서 코드가 온라인 상태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에 다음 반복 시퀀스
중 하나가 표시되면 즉시 컨트롤러를 제거합니다.

◦ * OE *, * L0 *, *blank * (일치하지 않는 컨트롤러)

◦ * OE *, * L6 *, *blank * (지원되지 않는 HIC)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방금 설치한 컨트롤러에 이러한 코드 중 하나가 표시되고 어떤
이유로든 다른 컨트롤러가 재설정된 경우 두 번째 컨트롤러도 잠길 수 있습니다.

3.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설정을 단면 인쇄에서 양면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세트 스토리지 배열 중복 모드 = 이중;'

4.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컨트롤러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NVSRAM 파일의 양면 버전을 다시 설치합니다.

이 단계를 수행하면 두 컨트롤러가 이 파일의 동일한 버전을 갖게 됩니다.

* 데이터 손실 또는 스토리지 배열 손상 위험 * — 업그레이드 중에 스토리지 배열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전원을 유지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새 NVSRAM 파일을 설치할 때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버전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a. 필요한 경우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십시오.

b. System Manager에서 Upgrade Center로 이동합니다.

c.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에서 * 업그레이드 시작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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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찾아보기 * 를 클릭하고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e. 찾아보기 * 를 클릭하고 컨트롤러 NVSRAM 파일을 선택합니다.

f. 시작 * 을 클릭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제어 작업의 전송이 시작됩니다.

6. 컨트롤러가 재부팅된 후 필요에 따라 컨트롤러 A와 새 컨트롤러 B 간에 볼륨을 배포합니다

a. Storage [Volumes](저장소 [볼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All Volumes(모든 볼륨) 탭에서 More [Change Ownership](자세히 [소유권 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c. 텍스트 상자에 '소유권 변경' 명령을 입력합니다

소유권 변경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d. 재배포할 각 볼륨에 대해 * Preferred Owner * 목록에서 * Controller B *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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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소유권 변경 * 을 클릭합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볼륨 소유권 변경 대화 상자에 * Preferred Owner * 및 * Current Owner * 의 새 값이
표시됩니다.

7.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두 번째 컨트롤러를 추가하는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2800 이중 구성의 컨트롤러를 교체합니다

다음 컨트롤러 쉘프에 대해 이중 컨트롤러(이중 컨트롤러) 구성의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E2812 컨트롤러 쉘프

• E2824 컨트롤러 쉘프

• E2860 컨트롤러 쉘프

• EF280 플래시 어레이

이 작업에 대해

각 컨트롤러 캐니스터에는 컨트롤러 카드, 배터리 및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할 경우 배터리와 HIC가 설치된 경우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이를 제거하여 교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 교체 중인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부품 번호가 동일한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 (부품 번호를 확인하려면 1단계를
참조하십시오.)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컨트롤러 교체 준비(양면 인쇄)

교체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FRU 부품 번호가 올바른지, 구성을 백업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컨트롤러를 교체할
준비를 합니다. 컨트롤러가 여전히 온라인 상태인 경우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계

1.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포장을 풀고 정전기가 없는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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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배송할 때 사용할 포장재를 보관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 뒷면에서 MAC 주소 및 FRU 부품 번호 레이블을 찾습니다.

◦ (1) * _MAC 주소: _ 관리 포트 1의 MAC 주소(""P1"). DHCP를 사용하여 원래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얻은 경우
이 주소가 새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 _FRU 부품 번호: _ 이 번호는 현재 설치된 컨트롤러의 교체 부품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교체할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교체 부품 번호를 찾습니다.

컨트롤러에 장애가 발생하여 교체해야 하는 경우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 교체 부품 번호가
표시됩니다. 이 번호를 수동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컨트롤러 아이콘으로 표시된 컨트롤러 쉘프를 찾습니다 .

c. 컨트롤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d.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 기본 * 탭에서 컨트롤러의 * 교체 부품 번호 * 를 기록해 둡니다.

4.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의 교체 부품 번호가 교체 컨트롤러의 FRU 부품 번호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두 부품 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 절차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또한,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가 포함된 경우 해당 HIC를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컨트롤러 또는 HIC가 있으면 새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새 컨트롤러가 잠기게 됩니다.

5.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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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Save storageArray dbmDatabase sourceLocation = 온보드 contentType = 모든 파일 = "파일 이름";"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7. 컨트롤러가 아직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i.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ii.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표시합니다.

iii. 오프라인 상태로 설정할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iv.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 * 을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는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할 수 없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자동으로 액세스하려면 * 대체 네트워크
연결 * 을 선택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A: *'et controller[a] availability=offline’의 경우

▪ 컨트롤러 B: *'et controller[b] availability=offline’의 경우

8.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가 컨트롤러의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9.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을 선택하고 세부 정보 영역에서 * OK to remove * 필드가 * Yes * 로 표시되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제거(양면 인쇄)

결함이 있는 캐니스터를 새 캐니스터로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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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이중)

결함이 있는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여 새 캐니스터로 교체합니다.

단계

1. ESD 밴드를 착용하거나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3.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4.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SFP+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HIC가 있는 경우 SFP를 제거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HIC를 제거해야 하므로 HIC 포트에서 SFP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에 설치된 모든 SFP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다시 연결할 때 해당 SFP를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캠 핸들의 래치를 꽉 잡고 분리될 때까지 캠 핸들을 오른쪽으로 열어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분리합니다.

다음 그림은 E2812 컨트롤러 쉘프,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의 예입니다.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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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E28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7. 양손과 캠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2812 컨트롤러 쉘프,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면
플랩이 제자리에서 회전하여 빈 베이를 차단하여 공기 흐름과 냉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9.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2b단계: 배터리 분리(양면 인쇄)

새 컨트롤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단계

1. 단추를 누르고 덮개를 밀어서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분리합니다.

2. 컨트롤러 내부(배터리와 DIMM 사이)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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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내부 캐시 활성 LED _

◦ (2) * _ 배터리 _

3. 배터리의 파란색 분리 래치를 찾습니다.

4. 분리 래치를 아래로 누르고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멀리 밀어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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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배터리 분리 래치 _

◦ (2) * _ 배터리 _

5. 배터리를 들어 올려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꺼냅니다.

단계 2c: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양면 인쇄) 제거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가 포함된 경우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HIC를 제거해야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는 상단에 1개, 측면에 1개, 전면에 2개 등 4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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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탈거하십시오.

3. 손가락이나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를 컨트롤러 카드에 고정하는 세 개의 나비 나사를 풉니다.

4. 카드를 들어 올리고 다시 밀어 컨트롤러 카드에서 HIC를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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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5. HIC를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새 컨트롤러 설치(양면 인쇄)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장착하여 결함이 있는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이중 구성).

3a단계: 배터리 설치(양면 인쇄)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배터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분리한 배터리를 설치하거나
주문한 새 배터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어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2. 덮개 단추를 누르고 덮개를 밀어 분리합니다.

3. 배터리 슬롯이 사용자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방향을 맞춥니다.

4. 배터리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약간 아래쪽으로 삽입합니다.

배터리 전면의 금속 플랜지를 컨트롤러 캐니스터 하단의 슬롯에 삽입하고 배터리 상단을 캐니스터 왼쪽의 작은 정렬
핀 아래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468



5. 배터리 래치를 위로 이동하여 배터리를 고정합니다.

래치가 제자리에 고정되면 래치 하단이 섀시의 금속 슬롯에 후크됩니다.

◦ (1) * _ 배터리 분리 래치 _

◦ (2) * _ 배터리 _

6.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어 배터리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하드웨어 손상 가능성 * — 배터리 전면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슬롯에 완전히
삽입되어야 합니다(첫 번째 그림 참조). 배터리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두 번째 그림 참조)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 보드에 닿게 되어 전원을 공급할 때 컨트롤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 정답 * — 배터리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의 슬롯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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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됨 * — 배터리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의 슬롯에 삽입되지 않음:

3b단계: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설치(양면 인쇄)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HIC를 제거한 경우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계

1.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블랭크 페이스 플레이트를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4개를 분리하고
전면판을 제거합니다.

2. HIC의 3개의 나비 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HIC 하단의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HIC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HIC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HIC 커넥터를 가볍게 눌러 HIC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 장비 손상 가능성 * — HIC와 나비 나사 사이의 컨트롤러 LED에 골드 리본 커넥터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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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4. HIC 나비 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5.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분리한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4개의 나사로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합니다.

471



단계 3c: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 설치(양면 인쇄)

배터리와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를 설치한 후 처음 설치한 경우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덮개를 뒤로 밀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덮개를 다시 설치합니다.

2. 이동식 덮개가 아래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3. 캠 핸들을 열린 위치로 둔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완전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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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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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_ 캠 핸들 _

4. 캠 핸들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5. 새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 원래 컨트롤러의 SFP를 설치하고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둘 이상의 호스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올바른 호스트 포트에 SFP를 설치해야 합니다.

6. 원래 컨트롤러가 IP 주소에 DHCP를 사용한 경우 교체 컨트롤러 후면의 레이블에 있는 MAC 주소를 찾습니다.

제거한 컨트롤러의 DNS/네트워크 및 IP 주소를 대체 컨트롤러의 MAC 주소와 연관시킬 것을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요청합니다.

원래 컨트롤러가 IP 주소에 DHCP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새 컨트롤러는 제거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채택합니다.

4단계: 전체 컨트롤러 교체(양면 인쇄)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운영을 재개하십시오.

단계

1.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다른 컨트롤러와의 통신이 재설정된 경우: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컨트롤러가 오프라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반복 시퀀스 * OS *, * OL *, *blank * 가
표시됩니다.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

▪ (1) * _주의 LED(황색) _

▪ (2) * _7 세그먼트 표시 _

▪ (3) * _ 호스트 링크 LED _

2. 컨트롤러의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서 코드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에 다음 반복
시퀀스 중 하나가 표시되면 즉시 컨트롤러를 제거합니다.

◦ * OE *, * L0 *, *blank * (일치하지 않는 컨트롤러)

◦ * OE *, * L6 *, *blank * (지원되지 않는 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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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방금 설치한 컨트롤러에 이러한 코드 중 하나가 표시되고 어떤
이유로든 다른 컨트롤러가 재설정된 경우 두 번째 컨트롤러도 잠길 수 있습니다.

3. 컨트롤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고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필요한 경우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모든 볼륨을 원하는 소유자에게 다시 재배포합니다.

a. Storage [Volumes](저장소 [볼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메뉴 선택: More [Redistribute volumes](추가 [볼륨 재배포])

5. 최신 버전의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컨트롤러 펌웨어)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메뉴: 하드웨어 [지원 >

업그레이드 센터]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버전을 설치합니다.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컨트롤러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2800 Simplex 구성에서는 컨트롤러를 교체합니다

다음 컨트롤러 쉘프에 대해 단일 컨트롤러(Simplex) 구성에서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E2812 컨트롤러 쉘프

• E2824 컨트롤러 쉘프

이 작업에 대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는 컨트롤러 카드, 배터리 및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할 경우 배터리와 HIC가 설치된 경우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이를 제거하여 교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 교체 중인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부품 번호가 동일한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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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컨트롤러 교체 준비(단방향)

드라이브 보안 키를 저장하고 구성을 백업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 교체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단계

1. 가능한 경우 현재 컨트롤러에 설치되어 있는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록해 두십시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열고 지원 [업그레이드 센터 >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 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드라이브 보안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저장된 키가 있는지, 설치에 필요한 암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스토리지 배열의 모든 드라이브에 보안이 설정되어 있으면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에서 엔터프라이즈 관리 창을 사용하여 보안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할
때까지 새 컨트롤러가 스토리지 배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키를 저장하려면(컨트롤러의 상태에 따라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a.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설정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b. 드라이브 보안 키 관리 * 에서 * 백업 키 * 를 선택합니다.

c. 암호 구문 정의/암호 구문 다시 입력 * 필드에 이 백업 복사본의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d. 백업 * 을 클릭합니다.

e. 키 정보를 안전한 위치에 기록한 다음 * 닫기 * 를 클릭합니다.

3.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Save storageArray dbmDatabase sourceLocation = 온보드 contentType = 모든 파일 = "파일 이름";"

4.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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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5.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6.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캐시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기록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7.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8.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9.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10. 컨트롤러 쉘프의 모든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11.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을 선택하고 세부 정보 영역에서 * OK to remove * 필드가 * Yes * 로 표시되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제거(단일)

결함이 있는 캐니스터를 새 캐니스터로 교체합니다.

2a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단일)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단계

1. ESD 밴드를 착용하거나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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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4.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HIC 포트에서 SFP+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경우 SFP를 제거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HIC를 제거해야 하므로 HIC 포트에서 SFP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에 설치된 모든 SFP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새 컨트롤러에 케이블을 연결할 준비가 되면
해당 SFP를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로 이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둘 이상의 SFP 유형이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5.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캐시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기록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 수와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1) * _ 캐시 활성 LED _

6. 캠 핸들이 분리될 때까지 캠 핸들의 래치를 누른 다음 캠 핸들을 오른쪽으로 열어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중앙판에서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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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7. 양손과 캠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면 플랩이 제 위치로 회전하여 빈 베이를 차단하여 공기 흐름과 냉각을 유지합니다.

8.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9.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2b단계: 배터리 분리(단면)

컨트롤러 쉘프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한 후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단계

1. 단추를 누르고 덮개를 밀어서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분리합니다.

2. 컨트롤러 내부(배터리와 DIMM 사이)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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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내부 캐시 활성 _

◦ (2) * _ 배터리 _

3. 배터리의 파란색 분리 래치를 찾습니다.

4. 분리 래치를 아래로 누르고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멀리 밀어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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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배터리 분리 래치 _

◦ (2) * _ 배터리 _

5. 배터리를 들어 올려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꺼냅니다.

단계 2c: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제거(단면 인쇄)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가 포함된 경우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HIC를 제거하여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계

1.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는 상단에 1개, 측면에 1개, 전면에 2개 등 4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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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탈거하십시오.

3. 손가락이나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를 컨트롤러 카드에 고정하는 세 개의 나비 나사를 풉니다.

4. 카드를 들어 올리고 다시 밀어 컨트롤러 카드에서 HIC를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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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5. HIC를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새 컨트롤러 설치(단일)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장착하여 결함이 있는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3a단계: 배터리 설치(단면)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분리한 배터리를 설치하거나 주문한 새
배터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포장을 풀고 착탈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설치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배송할 때 사용할 포장재를 보관합니다.

2. 덮개 단추를 누르고 덮개를 밀어 분리합니다.

3. 배터리 슬롯이 사용자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방향을 맞춥니다.

4. 배터리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약간 아래쪽으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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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면의 금속 플랜지를 컨트롤러 캐니스터 하단의 슬롯에 삽입한 다음 배터리 상단을 캐니스터 왼쪽의 작은
정렬 핀 아래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5. 배터리 래치를 위로 이동하여 배터리를 고정합니다.

래치가 제자리에 고정되면 래치 하단이 섀시의 금속 슬롯에 후크됩니다.

◦ (1) * _ 배터리 분리 래치 _

◦ (2) * _ 배터리 _

6.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어 배터리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하드웨어 손상 가능성 * — 배터리 전면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슬롯에 완전히
삽입되어야 합니다(첫 번째 그림 참조). 배터리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두 번째 그림 참조)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 보드에 닿게 되어 전원을 공급할 때 컨트롤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 정답 * — 배터리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의 슬롯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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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됨 * — 배터리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의 슬롯에 삽입되지 않음:

3b단계: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설치(단방향)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분리한 경우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해당 HIC를
설치합니다.

단계

1.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블랭크 페이스 플레이트를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4개를 분리하고
전면판을 제거합니다.

2. HIC의 3개의 나비 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HIC 하단의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HIC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HIC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HIC 커넥터를 가볍게 눌러 HIC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 장비 손상 가능성 * — HIC와 나비 나사 사이의 컨트롤러 LED에 골드 리본 커넥터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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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4. HIC 나비 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5.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분리한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4개의 나사로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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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c: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 설치(단면)

배터리와 HIC를 설치한 후 처음 설치한 경우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덮개를 뒤로 밀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덮개를 다시 설치합니다.

2. 이동식 덮개가 아래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3. 캠 핸들을 열린 위치로 둔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완전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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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4. 캠 핸들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5. 새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 원래 컨트롤러의 SFP를 설치하고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둘 이상의 호스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올바른 호스트 포트에 SFP를 설치해야 합니다.

6. 이더넷 포트 1(P1 레이블)을 DHCP 서버가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했는지 여부와 모든 드라이브가 안전한지 여부에
따라 대체 컨트롤러에 IP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DHCP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드라이브가 보호됩니까? 단계

예 아니요 새 컨트롤러는 DHCP 서버에서 해당
IP 주소를 가져옵니다. 이 값은 원래
컨트롤러의 IP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체 컨트롤러 후면의
레이블에서 MAC 주소를 찾은 다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DHCP

서버에서 할당한 IP 주소를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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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P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드라이브가 보호됩니까? 단계

예 예 새 컨트롤러는 DHCP 서버에서 해당
IP 주소를 가져옵니다. 이 값은 원래
컨트롤러의 IP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체 컨트롤러 후면의
레이블에서 MAC 주소를 찾은 다음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DHCP

서버에서 할당한 IP 주소를
문의하십시오. 그런 다음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새 컨트롤러는 제거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채택합니다.

아니요 예 새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다시 사용하거나 새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IP 주소가 있으면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잠금 해제된 후 새
컨트롤러는 원래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다시 사용합니다.

4단계: 전체 컨트롤러 교체(단일)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켜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작업을 재개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쉘프 후면에서 전원 스위치 2개를 켭니다.

◦ 전원 켜기 프로세스 중에는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90초 이하의 시간이 소요되는 전원 스위치를 끄지
마십시오.

◦ 각 선반의 팬은 처음 시작할 때 매우 시끄럽습니다. 시동 중 큰 소음이 정상입니다.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반복 시퀀스 * OS *, * SD *, *blank * 가 표시되어 컨트롤러가 일일 시작(SOD)

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컨트롤러가 성공적으로 부팅되면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트레이 ID가
표시됩니다.

◦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컨트롤러의 주황색 주의 LED가 켜졌다가 꺼집니다.

◦ 녹색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집니다.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 수와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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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주의 LED(황색) _

▪ (2) * _7 세그먼트 표시 _

▪ (3) * _ 호스트 링크 LED _

3.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는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스토리지 배열에 보안 드라이브가 있는 경우 드라이브 보안 키를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모든 보안 드라이브가 있는 스토리지 어레이 또는 보안 드라이브와 비보안 드라이브가 혼합된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해 아래의 적절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_비보안 드라이브_는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 전역 핫 스페어 드라이브 또는 드라이브 보안 기능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볼륨 그룹 또는 풀의 일부인 드라이브입니다. _Secure drives_는 드라이브
보안을 사용하여 보안 볼륨 그룹 또는 디스크 풀의 일부인 드라이브에 할당됩니다.

◦ * 보안된 드라이브만 사용(안전하지 않은 드라이브 없음) *:

i. 스토리지의 CLI(Command Line Interface)에 액세스합니다.

ii.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보안 키를 가져옵니다.

import storageArray securityKey file="C:/file.slk"

passPhrase="passPhrase";

여기서,

▪ C:/file.slk는 드라이브 보안 키의 디렉터리 위치와 이름을 나타냅니다

▪ 암호문은 보안 키를 가져온 후 파일을 잠금 해제하는 데 필요한 암호문으로, 컨트롤러가 재부팅되고 새
컨트롤러가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저장된 설정을 채택합니다.

iii.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새 컨트롤러가 최적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 보안과 비보안 드라이브 혼합 *:

i. 지원 번들을 수집하고 스토리지 어레이 프로필을 엽니다.

ii. 지원 번들에 있는 비보안 드라이브의 모든 위치를 찾아 기록합니다.

iii. 시스템 전원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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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비보안 드라이브를 제거합니다.

v. 컨트롤러를 교체합니다.

vi. 시스템 전원을 켜고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트레이 번호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vii.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설정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viii. 보안 키 관리 섹션에서 * 키 생성/변경 * 을 선택하여 새 보안 키를 생성합니다.

ix. 저장한 보안 키를 가져오려면 * 보안 드라이브 잠금 해제 * 를 선택합니다.

x. 'allDrives 네이티브상태 설정' CLI 명령어를 수행한다.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

xi. 컨트롤러가 부팅되고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트레이 번호 또는 L5가 깜박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xii. 시스템 전원을 끕니다.

xiii. 안전하지 않은 드라이브를 다시 설치합니다.

xiv.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재설정합니다.

xv. 시스템 전원을 켜고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트레이 번호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xvi.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새 컨트롤러가 최적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새 컨트롤러가 최적인지 확인합니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컨트롤러 쉘프에 대해 * 쉘프 뒷면 표시 * 를 선택합니다.

c. 교체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택합니다.

d. 설정 보기 * 를 선택합니다.

e. 컨트롤러의 * 상태 * 가 최적인지 확인합니다.

f. 상태가 최적이 아닌 경우 컨트롤러를 강조 표시하고 * 온라인 상태로 전환 * 을 선택합니다.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컨트롤러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캐니스터

E2800 캐니스터 교체 요구 사항

E2800 어레이에서 캐니스터를 교체하기 전에 캐니스터 유형과 요구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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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스터 유형에는 전원 공급 장치, 전원 캐니스터 및 팬 캐니스터가 포함됩니다.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절차는 IOM 교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IOM을 교체하려면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각 12-드라이브 또는 24-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는 통합 팬을 포함하는 2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_power-fan canisters_라고 합니다. 전원 팬 캐니스터가
고장일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하여 선반이 예비 전원과 적절한 냉각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의 쉘프 유형

다음 쉘프에서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E2812 컨트롤러 쉘프

• E2824 컨트롤러 쉘프

• EF280 플래시 어레이

• DE212C 드라이브 쉘프

• DE224C 드라이브 쉘프

다음 그림에서는 전원 공급 장치(전원 팬 캐니스터) 2개가 포함된 E2812 컨트롤러 쉘프, E2824 컨트롤러 쉘프 및
EF280 플래시 어레이의 예를 보여 줍니다. DE212C 및 DE224C 드라이브 쉘프는 동일하지만 컨트롤러 캐니스터 대신
I/O 모듈(IOM)을 포함합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 _ 아래에 2개의 전원 공급 장치(전원 팬 캐니스터)가 있는 * (1) * _ 컨트롤러 쉘프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절차에서는 E5700 또는 E2800 컨트롤러 쉘프에 연결될 수 있는 DE1600 또는 DE5600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장애가 발생한 전원 팬 캐니스터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 트레이
모델에 대한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DE1600 드라이브 트레이 또는 DE5600 드라이브 트레이의 전원 팬 캐니스터
교체".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요구 사항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되는 대체 전원 공급 장치(전원 팬 캐니스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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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D 밴드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이 켜져 있고 호스트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전원 공급 장치(전원
팬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선반의 두 번째 전원 공급 장치(전원 팬 캐니스터)가 최적 상태입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 세부 정보 영역에 있는 제거할 수 있음 필드가* 예*로 표시되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쉘프의 두 번째 전원 공급 장치(전원 팬 캐니스터)가 최적의 상태가 아니거나 Recovery

Guru에서 전원 팬 캐니스터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전원 캐니스터

각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는 전원 이중화를 위한 2개의 전원 캐니스터가 포함됩니다.

전원 캐니스터용 쉘프 유형

다음 선반의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E2860 컨트롤러 쉘프

• DE460C 드라이브 쉘프

전원 캐니스터 교체 절차에서는 컨트롤러 쉘프에 연결될 수 있는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실패한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은 두 개의 전원 캐니스터가 있는 DE460C 드라이브 쉘프의 후면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은 전원 캐니스터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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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캐니스터 교체 요구 사항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하려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 교체 전원 캐니스터는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됩니다.

• 하나의 전원 캐니스터가 설치되고 실행 중입니다.

• ESD 밴드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이 켜져 있고 호스트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선반의 다른 전원 캐니스터는 최적 상태입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전원 캐니스터는 두 팬에 전원을 공급하여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 세부 정보 영역에 있는 제거할 수 있음 필드가* 예*로 표시되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쉘프의 두 번째 전원 캐니스터가 최적의 상태가 아니거나 Recovery Guru에서 전원 캐니스터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팬 캐니스터

각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는 2개의 팬 캐니스터가 포함됩니다.

팬 캐니스터용 선반 유형

다음 선반의 팬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E2860 컨트롤러 쉘프

• DE460C 드라이브 쉘프

팬 캐니스터 교체 절차에서는 컨트롤러 쉘프에 연결될 수 있는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장애가 발생한 팬
캐니스터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팬 캐니스터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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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두 개의 팬 캐니스터가 있는 DE460C 쉘프의 후면을 보여줍니다.

* 발생 가능한 장비 손상 * — 전원을 켠 상태로 팬 캐니스터를 교체할 경우, 장비 과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이내에 교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팬 캐니스터 교체 요구 사항

팬 캐니스터를 교체하려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되는 교체용 팬 캐니스터(팬)가 있습니다.

• 하나의 팬 캐니스터가 설치되고 실행 중입니다.

• ESD 밴드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전원을 켠 상태에서 이 절차를 수행할 경우 장비 과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이 켜져 있고 호스트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팬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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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의 두 번째 팬 캐니스터는 최적 상태입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 세부 정보 영역에 있는 제거할 수 있음 필드가* 예*로 표시되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선반의 두 번째 팬 캐니스터가 최적의 상태가 아니거나 Recovery Guru에서 팬 캐니스터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E2800 전원 공급 장치 교체(12 드라이브 또는 24 드라이브)

E2800 어레이의 전원 공급 장치를 12 드라이브 또는 24 드라이브 쉘프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쉘프 유형 포함).

• E2812 컨트롤러 쉘프

• E2824 컨트롤러 쉘프

• EF280 플래시 어레이

• DE212C 드라이브 쉘프

• DE224C 드라이브 쉘프

이 작업에 대해

각 12-드라이브 또는 24-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는 통합 팬을 포함하는 2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_power-fan canisters_라고 합니다. 전원 팬 캐니스터가
고장일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하여 선반이 예비 전원과 적절한 냉각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이 켜져 있고 호스트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쉘프의 두
번째 전원 공급 장치가 Optimal(최적) 상태이고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의 Details(상세 정보)

영역에서 [OK to remove(제거 확인)]* 필드가 [Yes(예)]로 표시되는 경우

시작하기 전에

• 의 전원 공급 장치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캐니스터 교체 요구 사항".

•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을 선택하여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의 주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또는 내장형 팬에 장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쉘프의 두 전원 공급 장치에 모두 주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필요한 것

•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되는 대체 전원 공급 장치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1단계: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준비

12-드라이브 또는 24-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할 준비를 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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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실패한 전원 공급 장치를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서 찾거나 쉘프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파워를 보십시오  팬  쉘프 * 드롭다운 목록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장애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 쉘프를 확인합니다.

구성 요소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아이콘 중 하나 또는 둘 다 빨간색입니다.

c. 빨간색 아이콘이 있는 쉘프를 찾은 경우 * Show back of shelf * 를 선택합니다.

d. 전원 공급 장치를 선택합니다.

e. 전원 공급 장치* 및 팬 탭에서 전원 팬 캐니스터, 전원 공급 장치 및 팬의 상태를 보고 어떤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실패 * 상태의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합니다.

선반에 있는 두 번째 전원 공급 장치 캐니스터가 * Optimal * (최적 *) 상태가 아니면 결함이 있는
전원 공급 장치를 핫 스왑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술 지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3. 스토리지 어레이의 후면에서 주의 LED를 보고 분리해야 하는 전원 공급 장치를 찾습니다.

주의 LED가 켜져 있는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해야 합니다.

◦ 전원 LED: * 녹색으로 켜져 있으면 * 전원 공급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짐*, 전원 공급 장치
실패, AC 스위치 꺼짐, AC 전원 코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AC 전원 코드 입력 전압이 여백 내에 있지
않은 경우(AC 전원 코드의 소스 끝에 문제가 있음)

◦ 주의 LED: 황색*으로 켜져 있으면 전원 공급 장치 또는 내장형 팬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하여 새 전원 공급 장치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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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전원 공급 장치의 포장을 풀고 드라이브 쉘프 근처의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고장난 전원 공급 장치를 반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2. 전원 공급 장치를 끄고 전원 케이블을 뽑습니다.

a. 전원 공급 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b. 전원 코드 고정 장치를 연 다음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c. 전원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3. 전원 공급 장치 캠 핸들의 래치를 누른 다음 캠 핸들을 열어 중간 평면에서 전원 공급 장치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4. 캠 핸들을 사용하여 전원 공급 장치를 시스템 밖으로 밀어냅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할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무게를 지탱하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할 때 플랩이 제위치에 장착되어 빈 베이를 차단하므로 공기 흐름과 냉각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새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합니다

새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여 장애가 발생한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합니다.

단계

1. 새 전원 공급 장치의 켜기/끄기 스위치가 * 끄기 *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양손으로 전원 공급 장치의 가장자리를 시스템 섀시의 입구에 맞춘 다음 캠 핸들을 사용하여 전원 공급 장치를
섀시에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키 입력 방식이며 한 방향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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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장치를 시스템에 밀어 넣을 때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커넥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래치가 잠금 위치에 딸깍 소리를 내며 전원 공급 장치가 완전히 장착되도록 캠 핸들을 닫습니다.

4.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a. 전원 공급 장치와 전원에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합니다.

b. 전원 코드 고리를 사용하여 전원 공급 장치에 전원 코드를 고정합니다.

5. 새 전원 공급 장치 캐니스터의 전원을 켭니다.

4단계: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완료

새 전원 공급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정상 작동을 재개합니다.

단계

1. 새 전원 공급 장치에서 녹색 전원 LED가 켜져 있고 황색 주의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를 선택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전원 공급 장치 오류가 계속 보고되는 경우 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합니다, 및 에 있습니다 3단계: 새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기술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4. 정전기 방지 장치를 제거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6.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다음 단계

전원 공급 장치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2800 전원 캐니스터 교체(60 드라이브)

E2800 어레이의 전원 캐니스터를 60-드라이브 쉘프로 교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쉘프 유형이 포함됩니다.

• E2860 컨트롤러 쉘프

• DE460C 드라이브 쉘프

이 작업에 대해

각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는 전원 이중화를 위한 2개의 전원 캐니스터가 포함됩니다. 전원
캐니스터가 고장일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하여 쉘프에 중복 전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이 켜져 있고 호스트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셸프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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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전원 캐니스터가 최적 상태이고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 세부 정보 영역에 * 제거 확인 *

필드가 있는 경우 * 예 * 가 표시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전원 캐니스터는 두 팬에 전원을 공급하여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의 전원 캐니스터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캐니스터 교체 요구 사항".

•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전원 캐니스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를 선택하여 먼저 해결해야 할 다른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전원 캐니스터의 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는지, 이는 캐니스터에 결함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쉘프의 두 전원
캐니스터가 모두 주황색 주의 LED를 켠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필요한 것

•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되는 대체 전원 캐니스터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1단계: 전원 캐니스터 교체 준비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캐니스터 교체 준비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실패한 전원 캐니스터를 확인합니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파워를 보십시오  아이콘을 * Shelf * 드롭다운 목록의 오른쪽에 클릭하여 장애 전원 캐니스터가 있는 쉘프를
확인합니다.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아이콘은 빨간색입니다.

c. 빨간색 아이콘이 있는 쉘프를 찾은 경우 * Show back of shelf * 를 선택합니다.

d. 전원 캐니스터 또는 빨간색 전원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 전원 공급 장치 * 탭에서 전원 캐니스터의 상태를 확인하여 어떤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실패 * 상태의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합니다.

선반에 있는 두 번째 전원 캐니스터가 * Optimal * (최적 *) 상태가 아니면 결함이 있는 전원
캐니스터를 핫 스왑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술 지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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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한 전원 캐니스터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쉘프에 대해 표시된 정보를 검토하거나 지원 아래에서 이벤트 로그를 검토하고 구성 요소 유형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3. 스토리지 배열의 후면에서 주의 LED를 보고 분리해야 할 전원 캐니스터를 찾습니다.

주의 LED가 켜진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 (1) * _전원 LED _. 녹색 * 이 켜져 있으면 전원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꺼짐*, 전원 캐니스터 고장,

AC 스위치 꺼짐, AC 전원 코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AC 전원 코드 입력 전압이 여백 내에 있지 않은
경우(AC 전원 코드의 소스 끝에 문제가 있음)

◦ (2) * _주의 LED _. 호박색으로 켜져 있으면 *, 전원 캐니스터에 결함이 있거나 이 전원 캐니스터에 입력 전원이
공급되지 않지만 다른 전원 캐니스터는 작동 중입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전원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결함이 있는 전원 캐니스터를 제거하여 새 캐니스터로 교체합니다.

단계

1. 정전기 방지 보호 장치를 놓습니다.

2. 새 전원 캐니스터의 포장을 풀고 선반 근처의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결함이 있는 전원 캐니스터를 반환할 때 사용할 모든 포장재를 보관합니다.

3. 분리할 전원 캐니스터의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4. 분리할 전원 캐니스터의 전원 코드 고정대를 연 다음 전원 캐니스터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5. 전원 캐니스터 캠 핸들의 주황색 래치를 누른 다음 캠 핸들을 열어 중간 평면에서 전원 캐니스터를 완전히
해제합니다.

6. 캠 핸들을 사용하여 전원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파워 캐니스터를 분리할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무게를 지탱하십시오.

3단계: 새 전원 캐니스터를 장착하십시오

새 전원 캐니스터를 장착하여 결함이 있는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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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새 전원 캐니스터의 On/Off 스위치가 Off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양손으로 전원 캐니스터의 모서리를 지지하고 시스템 섀시의 입구에 맞춘 다음 캠 핸들을 사용하여 제자리에 잠길
때까지 전원 캐니스터를 섀시에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전원 캐니스터를 시스템에 밀어 넣을 때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커넥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래치가 잠금 위치에 딸깍 소리를 내며 전원 캐니스터가 완전히 장착되도록 캠 핸들을 닫습니다.

4. 전원 코드를 전원 캐니스터에 다시 연결하고 전원 코드 리테이너를 사용하여 전원 코드를 전원 캐니스터에
고정합니다.

5. 새 전원 캐니스터의 전원을 켭니다.

4단계: 전체 전원 캐니스터 교체

새 전원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상 작동을 재개합니다.

단계

1. 새 전원 캐니스터에서 녹색 전원 LED가 켜져 있고 황색 주의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를 선택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결함이 있는 전원 캐니스터가 여전히 보고되면 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전원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및 IN 3단계: 새 전원 캐니스터를 장착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기술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4. 정전기 방지 장치를 제거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6.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다음 단계

파워 캐니스터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2800 팬 캐니스터 교체(60 드라이브)

E2800 어레이의 팬 캐니스터를 60-드라이브 쉘프로 교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쉘프 유형이 포함됩니다.

• E2860 컨트롤러 쉘프

• DE460C 드라이브 쉘프

이 작업에 대해

502



각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는 2개의 팬 캐니스터가 포함됩니다. 팬 캐니스터가 고장일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하여 선반이 충분히 냉각되도록 해야 합니다.

* 발생 가능한 장비 손상 * — 전원을 켠 상태에서 이 절차를 수행할 경우 장비 과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에서 팬 캐니스터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캐니스터 교체 요구 사항".

•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팬 캐니스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를 선택하여 먼저 해결해야 할 다른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팬 캐니스터의 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고 팬에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쉘프의 두 팬 캐니스터에
모두 주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필요한 것

•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되는 교체용 팬 캐니스터(팬)입니다.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1단계: 팬 캐니스터 교체 준비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한 후 장애가 발생한 구성요소를 찾아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의 팬 캐니스터 교체를 준비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어떤 팬 캐니스터가 고장났는지 확인합니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팬을 살펴봅니다  아이콘을 * Shelf * 드롭다운 목록의 오른쪽에 클릭하여 장애 발생 팬 캐니스터가 있는
쉘프를 확인합니다.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아이콘은 빨간색입니다.

c. 빨간색 아이콘이 있는 쉘프를 찾은 경우 * Show back of shelf * 를 선택합니다.

d. 팬 캐니스터 또는 빨간색 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 Fans* 탭에서 팬 캐니스터의 상태를 확인하여 어떤 팬 캐니스터를 교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실패 * 상태의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합니다.

선반에 있는 두 번째 팬 캐니스터가 * Optimal * (최적 *) 상태가 아니면 고장난 팬 캐니스터를 핫
스왑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술 지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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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한 팬 캐니스터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지원 아래에서
이벤트 로그를 검토하고 구성 요소 유형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3. 스토리지 배열의 후면에서, 분리해야 하는 팬 캐니스터를 찾기 위해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주의 LED가 켜진 팬 캐니스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 (1) * _주의 LED _. 이 LED가 * 주황색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팬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새 팬 캐니스터를 설치합니다

고장난 팬 캐니스터를 제거하여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을 끄지 않은 경우, 시스템이 과열되지 않도록 30분 이내에 팬 캐니스터를 분리 및
교체합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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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팬 캐니스터의 포장을 풀고 선반 근처의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고장난 팬을 반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2. 주황색 탭을 눌러 팬 캐니스터 핸들을 해제합니다.

(1) * _ 탭을 눌러 팬 캐니스터 핸들 _ 을(를) 해제합니다

3. 팬 캐니스터 핸들을 사용하여 선반에서 팬 캐니스터를 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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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손잡이를 사용하여 팬 캐니스터를 _ 에서 빼냅니다

4. 교체용 팬 캐니스터를 선반으로 밀어 넣은 다음 주황색 탭이 걸릴 때까지 팬 캐니스터 핸들을 움직입니다.

3단계: 팬 캐니스터 교체 완료

새 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상 작동을 재개합니다.

단계

1. 새 팬 캐니스터의 황색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팬 캐니스터를 교체한 후 펌웨어가 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동안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호박색으로 켜져 있음). 이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LED가 꺼집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를 선택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결함이 있는 팬 캐니스터가 여전히 보고되고 있는 경우 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새 팬 캐니스터를 설치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기술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4. 정전기 방지 장치를 제거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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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6.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다음 단계

팬 캐니스터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E2800 드라이브 교체 요구 사항

E2800 드라이브를 교체하기 전에 요구 사항과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쉘프 유형

12 드라이브, 24 드라이브, 60 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의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12-드라이브 또는 24-드라이브 쉘프

그림에서는 각 쉘프 유형에서 드라이브 번호가 지정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쉘프의 전면 베젤 또는 엔드 캡이 탈거됨).

• E2812 컨트롤러 쉘프 또는 DE212C 드라이브 쉘프의 드라이브 번호 지정: *

• E2824 컨트롤러 쉘프, EF280 플래시 어레이 또는 DE224C 드라이브 쉘프의 드라이브 번호 지정: *

E2812, E2824, EF280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DE1600 12 드라이브 트레이, DE5600 24 드라이브
트레이 또는 DE6600 60 드라이브 트레이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SAS-2 기존 확장 드라이브 트레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 트레이 중 하나에서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방법은 를 참조하십시오
"E2660, E2760, E5460, E5560 또는 E5660 트레이의 드라이브 교체" 및 "E2600, E2700, E5400,

E5500, E5600 12-드라이브 또는 24-드라이브 트레이의 드라이브 교체".

60-드라이브 쉘프

E2860 컨트롤러 쉘프와 DE460C 드라이브 쉘프는 모두 12개의 드라이브 슬롯이 포함된 5개의 드라이브 드로서로
구성됩니다. 드라이브 드로어 1은 상단에 있고 드라이브 드로어 5는 하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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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860 컨트롤러 쉘프 드로어 및 DE460C 드라이브 쉘프 드로어의 경우 쉘프 내의 각 드라이브 드로어에서 드라이브의
번호가 0에서 11로 지정됩니다.

E2860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DE1600 12 드라이브 트레이, DE5600 24 드라이브 트레이 또는 DE6600

60 드라이브 트레이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SAS-2 기존 확장 드라이브 트레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 트레이 중 하나에서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방법은 를 참조하십시오 "E2660, E2760,

E5460, E5560 또는 E5660 트레이의 드라이브 교체" 및 "E2600, E2700, E5400, E5500, E5600 12-

드라이브 또는 24-드라이브 트레이의 드라이브 교체".

드라이브 드로어

E2860 컨트롤러 쉘프 및 DE460C 드라이브 쉘프에서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60-드라이브
쉘프에는 각각 5개의 드라이브 서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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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드로어 각각은 최대 12개의 드라이브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취급

스토리지 배열의 드라이브는 충격에 약합니다. 부적절한 드라이브 취급은 드라이브 고장의 주요 원인입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드라이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규칙을 따르십시오.

• 정전기 방전(ESD) 방지:

◦ 설치할 준비가 될 때까지 드라이브를 ESD 백에 보관하십시오.

◦ ESD 백에 금속 공구나 칼날을 넣지 마십시오.

ESD 가방을 손으로 열거나 가위로 잘라냅니다.

◦ 나중에 드라이브를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ESD 가방과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 보관 인클로저 섀시의 도색되지 않은 표면에 접지된 ESD 손목 접지대를 항상 착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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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스트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드라이브를 다루기 전에 저장 장치 인클로저 섀시의 색칠되지 않은 표면을
만지십시오.

• 드라이브를 주의하여 다루십시오.

◦ 드라이브를 분리, 설치 또는 운반할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십시오.

◦ 드라이브를 선반에 강제로 밀어 넣은 후 부드럽고 단단한 압력을 사용하여 드라이브 래치를 완전히 결합하지
마십시오.

◦ 쿠션이 있는 표면에 드라이브를 놓고 드라이브를 서로 쌓지 마십시오.

◦ 다른 표면에 드라이브를 부딪히지 마십시오.

◦ 드라이브를 쉘프에서 제거하기 전에 핸들을 풀고 드라이브가 회전할 때까지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 드라이브를 배송할 때는 항상 승인된 포장재를 사용하십시오.

• 자기장 회피:

◦ 드라이브를 자기 장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자기장은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드라이브 회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2800의 드라이브 교체(12 드라이브 또는 24 드라이브 쉘프)

E2800의 드라이브를 12 드라이브 또는 24 드라이브 쉘프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드라이브를 모니터링하여 드라이브 오류가 임박한
경우 또는 실제 드라이브 장애를 알려줍니다.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면 황색 주의 LED가 켜집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I/O를 수신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핫 스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에서 드라이브 취급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E2800 드라이브 교체 요구 사항".

필요한 것

• NetApp에서 지원하는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대체 드라이브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드라이브 교체 준비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를 확인하고 필수 단계를 완료하여 드라이브를 교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계

1. SANtricity System Manager의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아직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Recovery Guru의 지침에 따라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2.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적합한 교체 드라이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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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쉘프 그래픽에서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c. 드라이브를 클릭하여 상황에 맞는 메뉴를 표시한 다음 * 설정 보기 * 를 선택합니다.

d. 교체 드라이브의 용량이 교체 중인 드라이브와 같거나 큰지, 예상 기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SSD(Solid State Disk)로 교체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 드라이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 내의 드라이브를 찾습니다. 하드웨어 페이지의
드라이브 컨텍스트 메뉴에서 * 로케이터 표시등 켜기 * 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주의 LED(주황색)가 깜박여 교체할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젤이 있는 쉘프에 드라이브를 장착하는 경우 드라이브 LED를 보려면 베젤을 분리해야 합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하여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단계

1. 교체용 드라이브의 포장을 풀고 선반 근처의 평평한 정전기 방지 표면에 놓습니다.

포장재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2.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의 분리 단추를 누릅니다.

◦ E2812 컨트롤러 쉘프 또는 DE212C 드라이브 쉘프의 드라이브의 경우 해제 단추는 드라이브 왼쪽에 있습니다.

◦ E2824 컨트롤러 쉘프, EF280 플래시 어레이, DE224C 드라이브 쉘프용, 릴리즈 단추는 드라이브 위쪽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프링의 캠 핸들이 부분적으로 열리고 드라이브가 미드플레인에서 해제됩니다.

3. 캠 핸들을 열고 드라이브를 살짝 밀어 꺼냅니다.

4.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5. 양손을 사용하여 선반에서 드라이브를 분리합니다.

6. 드라이브를 자기 들판 반대쪽으로 정전기 방지 쿠션 처리된 표면에 놓습니다.

7. 소프트웨어가 드라이브가 제거되었음을 인식할 때까지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활성 드라이브를 실수로 분리한 경우 30초 이상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복구 절차는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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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새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새 드라이브를 설치하여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교체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교체용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과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계

1. 캠 핸들을 엽니다.

2. 두 손으로 교체용 드라이브를 열린 베이에 삽입하고 드라이브가 멈출 때까지 힘껏 밉니다.

3. 드라이브가 미드플레인에 완전히 장착되고 손잡이가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캠 핸들을 천천히
닫습니다.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삽입되면 드라이브의 녹색 LED가 켜집니다.

구성에 따라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새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쉘프에서 핫 스페어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핫 스페어에서 전체 재구성을 수행해야 데이터를 교체한
드라이브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구성 프로세스는 이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4단계: 드라이브 교체 완료

드라이브 교체를 완료하여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교체한 드라이브의 전원 LED 및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드라이브를 처음 삽입할 때 주의 LED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 이내에 LED가 꺼집니다.)

◦ 전원 LED가 켜져 있거나 깜박이고 주의 LED가 꺼져 있습니다.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전원 LED가 꺼져 있음: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드라이브를 분리하고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 주의 LED가 켜짐: 새 드라이브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여전히 문제가 나타나면 * Recheck * 를 선택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재구성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표시되면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재구성을
시작합니다.

기술 지원 부서 또는 Recovery Guru에서 지시한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교체한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c. 드라이브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reconstruct * 를 선택합니다.

d. 이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드라이브 재구성이 완료되면 볼륨 그룹이 Optimal(최적)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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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경우 베젤을 다시 설치합니다.

5.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다음 단계

드라이브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2800의 드라이브 교체(60-드라이브 쉘프)

E2800의 드라이브를 60 드라이브 쉘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드라이브를 모니터링하여 드라이브 오류가 임박한
경우 또는 실제 드라이브 장애를 알려줍니다.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면 황색 주의 LED가 켜집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I/O 작업을 수신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핫 스왑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DCM 및 DCM2 드라이브 쉘프에 적용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에서 드라이브 취급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E2800 드라이브 교체 요구 사항".

필요한 것

• NetApp에서 지원하는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대체 드라이브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드라이브 교체 준비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를 확인하고 필수 단계를 완료하여 드라이브를 교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계

1. SANtricity System Manager의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아직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Recovery Guru의 지침에 따라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2.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적합한 교체 드라이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쉘프 그래픽에서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c. 드라이브를 클릭하여 상황에 맞는 메뉴를 표시한 다음 * 설정 보기 * 를 선택합니다.

d. 교체 드라이브의 용량이 교체 중인 드라이브와 같거나 큰지, 예상 기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SSD(Solid State Disk)로 교체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 드라이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 내의 드라이브를 찾습니다.

a. 쉘프에 베젤이 있는 경우 LED가 보일 수 있도록 베젤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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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드라이브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로케이터 조명 켜기 * 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드로어의 주의 LED(주황색)가 깜박여 올바른 드라이브 드로어를 열고 교체할 드라이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1) * _주의 LED _

c. 양쪽 레버를 당겨 드라이브 드로어의 래치를 풉니다.

d. 확장 레버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서랍이 멈출 때까지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e. 드라이브 드로어의 상단을 보고 각 드라이브 전면에 있는 주의 LED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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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상단의 드라이브에 대한 * (1) * _주의 LED 표시등이 켜집니다 _

드라이브 드로어 주의 LED는 각 드라이브 전면의 왼쪽에 있으며 드라이브 핸들의 LED 바로 뒤에 주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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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주의 아이콘 _

• (2) * _주의 LED _

2단계: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하여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단계

1. 교체용 드라이브의 포장을 풀고 선반 근처의 평평한 정전기 방지 표면에 놓습니다.

다음 번에 드라이브를 다시 보내야 할 경우 포장재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2. 드라이브 드로어의 양쪽을 향해 당겨 해당 드라이브 드로어의 중앙에서 드라이브 드로어 레버를 분리합니다.

3. 확장 드라이브 드로어 레버를 조심스럽게 당겨 드라이브 드로어를 엔클로저에서 분리하지 않고 완전히 꺼냅니다.

4. 분리할 드라이브 앞에 있는 주황색 분리 래치를 부드럽게 뒤로 당깁니다.

구동 스프링의 캠 핸들이 부분적으로 열리고 드로어에서 드라이브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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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주황색 분리 래치 _

5. 캠 핸들을 열고 드라이브를 약간 들어 올립니다.

6.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7. 캠 핸들을 사용하여 드라이브를 선반에서 들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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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드라이브를 자기 들판 반대쪽으로 정전기 방지 쿠션 처리된 표면에 놓습니다.

9. 소프트웨어가 드라이브가 제거되었음을 인식할 때까지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활성 드라이브를 실수로 분리한 경우 30초 이상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복구 절차는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3단계: 새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새 드라이브를 설치하여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교체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교체용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과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드라이브 드로어를 인클로저에 다시 밀어넣을 때 드로어를 닫지
마십시오. 드로어가 흔들리거나 스토리지 어레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드로어를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단계

1. 새 드라이브의 캠 핸들을 수직으로 올립니다.

2. 드라이브 캐리어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돌출된 단추를 드라이브 드로어의 드라이브 채널에서 일치하는 틈에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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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캐리어 오른쪽의 * (1) * _Raised 버튼

3. 드라이브를 수직으로 내린 다음 드라이브가 주황색 분리 래치 아래에 고정될 때까지 캠 핸들을 아래로 돌립니다.

4. 드라이브 드로어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드로어가 흔들리거나 스토리지 어레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드로어를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5. 양쪽 레버를 중앙으로 밀어 드라이브 드로어를 닫습니다.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삽입되면 드라이브 드로어 전면의 교체된 드라이브에 대한 녹색 작동 LED가 켜집니다.

구성에 따라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새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쉘프에서 핫 스페어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핫 스페어에서 전체 재구성을 수행해야 데이터를 교체한 드라이브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구성 프로세스는 이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4단계: 드라이브 교체 완료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교체한 드라이브의 전원 LED 및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드라이브를 처음 삽입할 때 주의 LED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 이내에 LED가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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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LED가 켜져 있거나 깜박이고 주의 LED가 꺼져 있습니다.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전원 LED가 꺼져 있음: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드라이브를 분리하고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 주의 LED가 켜짐: 새 드라이브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여전히 문제가 나타나면 * Recheck * 를 선택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재구성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표시되면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재구성을
시작합니다.

기술 지원 부서 또는 Recovery Guru에서 지시한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교체한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c. 드라이브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reconstruct * 를 선택합니다.

d. 이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드라이브 재구성이 완료되면 볼륨 그룹이 Optimal(최적) 상태에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베젤을 다시 설치합니다.

5.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다음 단계

드라이브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2800의 드라이브 드로어 교체(60-드라이브 쉘프)

E2860 컨트롤러 쉘프 또는 DE460C 드라이브 쉘프에서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E2860 컨트롤러 쉘프 또는 DE460C 드라이브 쉘프에서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하는 단계는 드로어의
볼륨이 드로어 손실 보호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드라이브 드로어의 모든 볼륨이 디스크 풀 또는 드로어
손실 보호가 있는 볼륨 그룹에 있는 경우 이 절차를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하기 전에 모든 호스트 I/O 활동을 중지하고 쉘프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에서 드라이브 드로어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E2800 드라이브 교체 요구 사항".

• 드라이브 쉘프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드라이브 쉘프의 온도가 초과될 수 없습니다.

◦ 두 팬 모두 설치되어 있고 Optimal(최적) 상태여야 합니다.

◦ 모든 드라이브 쉘프 구성 요소가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 드라이브 드로어의 볼륨은 성능 저하 상태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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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볼륨이 이미 성능 저하 상태에 있고 드라이브 드로어에서
드라이브를 제거하면 볼륨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교체용 드라이브 드로어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손전등.

• 드로어에서 드라이브를 분리할 때 각 드라이브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영구 마커입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의 CLI(Command Line Interface)에 대한 액세스 CLI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용(버전 11.60 이상) * — System Manager에서 CLI 패키지(zip 파일)를
다운로드합니다. 설정 [시스템 > 추가 기능 > 명령줄 인터페이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DOS C:

프롬프트와 같은 운영 체제 프롬프트에서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EMW(엔터프라이즈 관리 창) * — 빠른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EMW에서 도구 [스크립트 실행] 메뉴를 선택하여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드라이브 드로어 교체 준비

드라이브 쉘프가 온라인 상태일 때 교체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호스트 I/O 활동을 중지하고 전원이 켜진 쉘프의
전원을 꺼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랍 손실 방지 기능이 있는 선반에 서랍을 교체하는 경우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고 선반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

1.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CLI 명령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 이동합니다 2단계: 케이블 체인을 제거합니다.

◦ 전원이 켜져 있으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2. CLI에 액세스한 후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Mcli <ctlr_IP1\> -p "array_password" -c "set tray [trayID] drawer

[drawerID]

serviceAllowedIndicator=on;"

여기서,

◦ '<ctlr_IP1>'은(는) 컨트롤러의 식별자입니다.

◦ array_password는 스토리지 배열의 암호입니다. "array_password"의 값은 큰따옴표(" ")로 묶어야 합니다.

◦ '[트레이 ID]'는 교체할 드라이브 드로어가 포함된 드라이브 쉘프의 식별자입니다. 드라이브 쉘프 ID 값은
0~99입니다. 트레이 ID 값은 대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 '[drawerID]'는 교체하려는 드라이브 드로어의 식별자입니다. 문서함 ID 값은 1(상단 드로어) ~ 5(하단 드로어
)입니다. drawerID 값은 대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드라이브 쉘프 10에서 최상위 문서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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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li <ctlr_IP1\> -p "safety-1" -c "set tray [10] drawer [1]

serviceAllowedIndicator=forceOnWarning;"

3. 다음과 같이 호스트 입출력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명령이 성공하면 호스트 입출력 작업을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로어의 모든 드라이브는 드로어 손실 방지
기능이 있는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있습니다. 로 이동합니다 2단계: 케이블 체인을 제거합니다.

* 드라이브 손상 가능성 * — 명령이 완료된 후 30초 후에 드라이브 드로어를 여십시오. 30초
동안 기다리면 드라이브가 스핀다운되어 하드웨어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 명령을 완료할 수 없다는 경고가 표시되면 드로어를 제거하기 전에 호스트 I/O 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드로어에 있는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가 드로어 손실 방지 기능이 없는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있기
때문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려면 호스트 I/O 활동을 중지하고 드라이브 쉘프 및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끄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스토리지 배열이 미러링 관계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모든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스토리지 배열에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6.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라이브에 캐시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 각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캐시 활성 LED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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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8.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9.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 _선반에 있는 서랍을 * 서랍 손실 방지 기능이 있는 * 로 교체하는 경우: 선반 전원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드로어
서비스 작업 허용 표시기 CLI 설정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므로 드라이브 드로어가 온라인 상태인 동안
교체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_ * 컨트롤러 * 쉘프 * 에서 * 서랍 손실 방지 기능이 없는 서랍을 교체하는 경우 _:

i.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ii. 컨트롤러 쉘프의 모든 LED가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 * 확장 * 드라이브 선반 * 에서 * 서랍 손실 방지 없이 드로어를 교체하는 경우:

i.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ii. 컨트롤러 쉘프의 모든 LED가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iii. 드라이브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iv. 드라이브 작동이 중지될 때까지 2분간 기다리십시오.

2단계: 케이블 체인을 제거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드로어를 분리 및 교체할 수 있도록 두 케이블 체인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드라이브 서랍에는 왼쪽 및 오른쪽 케이블 체인이 있습니다. 왼쪽 및 오른쪽 케이블 체인을 사용하면 서랍을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 체인의 금속 끝은 다음과 같이 엔클로저 내부의 해당 수직 및 수평 가이드 레일로 밀어 넣습니다.

• 왼쪽과 오른쪽 수직 가이드 레일은 케이블 체인을 인클로저의 중앙판에 연결합니다.

• 왼쪽 및 오른쪽 수평 가이드 레일은 케이블 체인을 개별 드로어에 연결합니다.

* 하드웨어 손상 가능성 * — 드라이브 트레이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케이블 체인은 양쪽 끝이
연결되지 않을 때까지 통전됩니다. 장비 단락을 방지하려면 케이블 체인의 다른 쪽 끝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 케이블 체인 커넥터가 금속 섀시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단계

1. 드라이브 쉘프 및 컨트롤러 쉘프에 더 이상 I/O가 작동하지 않고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거나 'Set Drawer

Attention Indicator' CLI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2. 드라이브 쉘프 후면에서 오른쪽 팬 캐니스터를 분리합니다.

a. 주황색 탭을 눌러 팬 캐니스터 핸들을 해제합니다.

그림은 왼쪽에 있는 주황색 탭에서 확장 및 해제된 팬 캐니스터의 핸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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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팬 캐니스터 핸들 _

b. 손잡이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팬 캐니스터를 꺼내고 한쪽에 둡니다.

c. 용지함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왼쪽 팬이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지 확인합니다.

* 과열으로 인한 장비 손상 * — 트레이가 켜져 있는 경우 두 팬을 동시에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3. 분리할 케이블 체인을 확인합니다.

◦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드로어 전면의 주황색 주의 LED는 분리해야 하는 케이블 체인을 나타냅니다.

◦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분리할 5개의 케이블 체인 중 어떤 것을 수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림에서는 팬
캐니스터가 분리된 상태로 드라이브 쉘프의 오른쪽을 보여줍니다. 팬 캐니스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각 드로어에
대해 5개의 케이블 체인과 수직 및 수평 커넥터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케이블 체인은 드라이브 서랍 1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단 케이블 체인은 드라이브 서랍 5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드로어 1에 대한 설명선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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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케이블 체인 _

▪ (2) * _수직 커넥터(미드플레인에 연결됨) _

▪ (3) * _ 수평 커넥터(드로어에 연결됨) _

4.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손가락을 사용하여 케이블 체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5. 해당 수직 가이드 레일에서 오른쪽 케이블 체인을 분리합니다.

a. 손전등을 사용하여 인클로저의 수직 가이드 레일에 연결된 케이블 체인 끝에 있는 주황색 링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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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세로 가이드 레일의 주황색 링 _

▪ (2) * _ 케이블 체인, 부분적으로 제거됨 _

b. 케이블 체인의 래치를 해제하려면 손가락을 주황색 링에 넣고 시스템 중앙을 향해 누릅니다.

c. 케이블 체인을 분리하려면 손가락으로 약 2.5cm(1인치) 정도 조심스럽게 당깁니다. 케이블 체인 커넥터는 수직
가이드 레일 안에 둡니다. (드라이브 트레이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케이블 체인 커넥터가 금속 섀시에 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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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십시오.)

6. 케이블 체인의 다른 쪽 끝을 분리합니다.

a. 손전등을 사용하여 인클로저의 수평 가이드 레일에 부착된 케이블 체인 끝에 있는 주황색 링을 찾습니다.

그림은 오른쪽의 수평 커넥터와 케이블 체인이 분리되고 부분적으로 왼쪽에서 당겨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 (1) * _ 수평 가이드 레일의 주황색 링 _

▪ (2) * _ 케이블 체인, 부분적으로 제거됨 _

b. 케이블 체인의 래치를 해제하려면 손가락을 주황색 링에 부드럽게 넣고 아래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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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수평 가이드 레일의 주황색 링을 보여줍니다(위 그림의 항목 1 참조). 아래로 밀어 나머지 케이블
체인을 엔클로저에서 당겨 빼낼 수 있습니다.

c. 손가락을 몸 쪽으로 당겨 케이블 체인을 뽑습니다.

7. 드라이브 쉘프에서 전체 케이블 체인을 조심스럽게 당깁니다.

8. 우측 팬 캐니스터를 교환한다.

a. 팬 캐니스터를 끝까지 선반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b. 주황색 탭이 걸릴 때까지 팬 캐니스터 핸들을 이동합니다.

c. 드라이브 쉘프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팬 후면의 황색 주의 LED가 켜지지 않고 팬 뒷면에서 공기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팬을 재설치한 후 LED가 1분 동안 켜진 상태로 유지되지만 두 팬 모두 올바른 속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으면 팬이 작동하지 않고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9. 드라이브 쉘프 후면에서 왼쪽 팬 캐니스터를 분리합니다.

10. 드라이브 쉘프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올바른 팬이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과열으로 인한 장비 손상 * — 선반이 켜져 있는 경우 두 팬을 동시에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11. 왼쪽 케이블 체인을 수직 가이드 레일에서 분리합니다.

a. 손전등을 사용하여 수직 가이드 레일에 부착된 케이블 체인 끝에 있는 주황색 링을 찾습니다.

b. 케이블 체인의 래치를 해제하려면 손가락을 주황색 링에 삽입합니다.

c. 케이블 체인을 분리하려면 약 2.5cm(1인치) 정도 사용자 쪽으로 당깁니다. 케이블 체인 커넥터는 수직 가이드
레일 안에 둡니다.

* 하드웨어 손상 가능성 * — 드라이브 트레이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케이블 체인은 양쪽 끝이
연결되지 않을 때까지 통전됩니다. 장비 단락을 방지하려면 케이블 체인의 다른 쪽 끝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 케이블 체인 커넥터가 금속 섀시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12. 수평 가이드 레일에서 왼쪽 케이블 체인을 분리하고, 전체 케이블 체인을 드라이브 쉘프 밖으로 당깁니다.

전원을 켠 상태에서 이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황색 주의 LED를 포함하여 마지막 케이블 체인 커넥터를 분리하면
모든 LED가 꺼집니다.

13. 좌측 팬 캐니스터를 교환한다. 드라이브 쉘프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팬 후면의 주황색 LED가 켜지지 않고 팬
뒷면에서 공기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팬을 재설치한 후 LED가 1분 동안 켜진 상태로 유지되지만 두 팬 모두 올바른 속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3단계: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 드로어를 제거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드로어를 제거하여 새 드로어로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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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자기장을 사용하면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가 파괴되고 드라이브
회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손실 및 드라이브 손상을 방지하려면
드라이브가 항상 자기 장치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단계

1. 다음을 확인합니다.

◦ 오른쪽 및 왼쪽 케이블 체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 오른쪽 및 왼쪽 팬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2. 드라이브 쉘프 전면에서 베젤을 분리합니다.

3. 양쪽 레버를 당겨 드라이브 드로어의 래치를 풉니다.

4. 확장 레버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서랍이 멈출 때까지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드라이브 쉘프에서 드라이브 드로어를
완전히 제거하지 마십시오.

5. 볼륨이 이미 생성되어 할당된 경우 영구 마커를 사용하여 각 드라이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도면을 참조로 사용하여 각 드라이브 상단에 적절한 슬롯 번호를 기록합니다.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각 드라이브를 분리하기 전에 정확한 위치를 기록해 두십시오.

6. 드라이브 드로어에서 드라이브를 분리합니다.

a. 각 드라이브의 중앙 전면에 보이는 주황색 분리 래치를 부드럽게 뒤로 당깁니다.

b. 드라이브 핸들을 수직으로 올립니다.

c. 핸들을 사용하여 드라이브 드로어에서 드라이브를 들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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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드라이브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 위에 놓고 자기 장치와 떨어진 곳에 놓습니다.

7. 드라이브 드로어를 분리합니다.

a. 드라이브 드로어의 양쪽에 있는 플라스틱 분리 레버를 찾습니다.

▪ (1) * _드라이브 드로어 분리 레버 _

b. 래치를 사용자 쪽으로 당겨 두 분리 레버를 모두 분리합니다.

c. 두 분리 레버를 모두 잡은 상태에서 드라이브 드로어를 사용자 쪽으로 당깁니다.

d. 드라이브 쉘프에서 드라이브 드로어를 제거합니다.

4단계: 새 드라이브 드로어를 설치합니다

새 드라이브 드로어를 설치하여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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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드라이브 선반의 전면에서 손전등을 빈 서랍 슬롯에 비추고 해당 슬롯의 잠금 해제 텀블러를 찾습니다.

잠금 텀블러 어셈블리는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드라이브 드로어를 열 수 없도록 하는 안전 기능입니다.

◦ (1) * _락아웃 텀블러 _

◦ (2) * _문서함 가이드 _

2. 교체용 드라이브 드로어를 빈 슬롯 앞에 놓고 가운데 약간 오른쪽으로 배치합니다.

서랍을 가운데 약간 오른쪽에 배치하면 잠금 장치 텀블러와 서랍 가이드가 올바르게 맞물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드라이브 드로어를 슬롯에 밀어 넣고 드로어 가이드가 락아웃 텀블러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장비 손상 위험 * — 서랍 가이드가 락아웃 텀블러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으면 손상이 발생합니다.

4. 래치가 완전히 맞물릴 때까지 드라이브 드로어를 조심스럽게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드로어를 처음 닫을 때 높은 수준의 저항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 장비 손상 위험 * — 바인딩 시 드라이브 드로어를 미는 것을 중지하십시오. 드로어 전면의 분리
레버를 사용하여 드로어를 뒤로 밉니다. 그런 다음 드로어를 슬롯에 다시 넣고 텀블러가 레일 위에
있고 레일이 올바르게 정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케이블 체인 부착

드라이브 드로어에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케이블 체인을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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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 대해

케이블 체인을 연결할 때는 케이블 체인을 분리할 때 사용한 역순으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체인의 수직 커넥터를
인클로저의 수직 가이드 레일에 삽입하기 전에 체인의 수평 커넥터를 인클로저의 수평 가이드 레일에 삽입해야 합니다.

단계

1. 다음을 확인합니다.

◦ 새 드라이브 드로어가 설치되었습니다.

◦ 왼쪽 및 오른쪽으로 표시된 교체용 케이블 체인 2개가 있습니다(드라이브 드로어 옆의 수평 커넥터에 있음).

2. 드라이브 쉘프 후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팬 캐니스터를 분리하여 한쪽에 둡니다.

3. 선반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왼쪽 팬이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지 확인합니다.

* 과열으로 인한 장비 손상 * — 선반이 켜져 있는 경우 두 팬을 동시에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4. 올바른 케이블 체인을 연결하십시오.

a. 오른쪽 케이블 체인에서 수평 및 수직 커넥터를 찾은 후 엔클로저 내부의 해당 수평 가이드 레일과 수직 가이드
레일을 찾습니다.

b. 두 케이블 체인 커넥터를 해당 가이드 레일에 맞춥니다.

c. 케이블 체인의 수평 커넥터를 수평 가이드 레일에 밀어 넣고 가능한 한 멀리 밀어 넣습니다.

* 장비 오작동 위험 * — 커넥터를 가이드 레일에 밀어 넣으십시오. 커넥터가 가이드 레일 상단에
있으면 시스템이 실행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엔클로저의 두 번째 드라이브 드로어의 수평 및 수직 가이드 레일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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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수평 가이드 레일 _

▪ (2) * _ 수직 가이드 레일 _

d. 오른쪽 케이블 체인의 수직 커넥터를 수직 가이드 레일에 밀어 넣습니다.

e. 케이블 체인의 양쪽 끝을 다시 연결한 후 케이블 체인을 조심스럽게 당겨 두 커넥터가 모두 래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장비 오작동 위험 * — 커넥터가 래치되지 않은 경우 드로어 작동 중에 케이블 체인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5. 오른쪽 팬 캐니스터를 재설치합니다. 드라이브 쉘프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팬 후면의 주황색 LED가 꺼져 있고
공기가 뒤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팬을 재설치한 후 팬이 올바른 속도로 회전하는 동안 LED가 1분 동안 계속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6. 드라이브 쉘프 후면에서 쉘프 왼쪽에 있는 팬 캐니스터를 분리합니다.

7. 선반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올바른 팬이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과열으로 인한 장비 손상 * — 선반이 켜져 있는 경우 두 팬을 동시에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8. 왼쪽 케이블 체인을 다시 연결합니다.

a. 케이블 체인에서 수평 및 수직 커넥터를 찾고 해당 수평 및 수직 가이드 레일은 엔클로저 내부에 배치합니다.

b. 두 케이블 체인 커넥터를 해당 가이드 레일에 맞춥니다.

c. 케이블 체인의 수평 커넥터를 수평 가이드 레일에 밀어 넣고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 장비 오작동 위험 * — 가이드 레일 안에서 커넥터를 밀어 넣으십시오. 커넥터가 가이드 레일
상단에 있으면 시스템이 실행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 왼쪽 케이블 체인의 수직 커넥터를 수직 가이드 레일에 밀어 넣습니다.

e. 케이블 체인의 양쪽 끝을 다시 연결한 후 케이블 체인을 조심스럽게 당겨 두 커넥터가 모두 래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장비 오작동 위험 * — 커넥터가 래치되지 않은 경우 드로어 작동 중에 케이블 체인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9. 좌측 팬 캐니스터를 다시 설치합니다. 드라이브 쉘프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팬 후면의 주황색 LED가 꺼져 있고
공기가 뒤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팬을 재설치한 후 LED가 1분 동안 켜진 상태로 유지되지만 두 팬 모두 올바른 속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6단계: 드라이브 드로어 교체 완료

드라이브를 다시 삽입하고 앞면 베젤을 올바른 순서로 교체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각 드라이브를 드라이브 드로어의 원래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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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다음을 확인합니다.

◦ 각 드라이브의 설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했습니다.

◦ 새 서랍 케이블을 설치했습니다.

2. 드라이브 드로어에 드라이브 재설치:

a. 용지함 앞쪽에 있는 두 레버를 당겨 드라이브 드로어의 래치를 풉니다.

b. 확장 레버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서랍이 멈출 때까지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드라이브 쉘프에서 드라이브
드로어를 완전히 제거하지 마십시오.

c. 드라이브를 제거할 때 작성한 노트를 사용하여 각 슬롯에 설치할 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d. 드라이브의 핸들을 수직으로 올립니다.

e. 드라이브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돌출된 단추를 드로어의 노치에 맞춥니다.

이 그림은 드라이브의 우측면도 및 올라간 버튼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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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오른쪽의 * (1) * _Raised 버튼

a. 드라이브를 수직으로 내려 베이에 완전히 눌러 넣은 다음 드라이브가 제자리에 끼워질 때까지 드라이브 핸들을
아래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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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 단계를 반복하여 모든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3. 드로어를 중앙에서 밀어 드라이브 쉘프로 다시 밀어 넣은 후 두 레버를 닫습니다.

* 장비 오작동 위험 * — 두 레버를 모두 눌러 드라이브 드로어를 완전히 닫아야 합니다. 적절한 공기
흐름을 허용하고 과열을 방지하려면 드라이브 드로어를 완전히 닫아야 합니다.

4. 드라이브 쉘프 전면에 베젤을 부착합니다.

5. 하나 이상의 셸프의 전원을 껐을 경우,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원을 다시 켭니다.

◦ _드로어 손실 방지 기능이 없는 * 컨트롤러 * 쉘프의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한 경우 _:

i.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ii. 전원 켜기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두 팬이 모두 켜지는지, 팬 뒷면의 주황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_드로어 손실 방지 기능이 없는 * 확장 * 드라이브 쉘프의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한 경우 _:

i. 드라이브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ii. 두 팬이 모두 켜지는지, 팬 뒷면의 주황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iii. 컨트롤러 쉘프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2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iv.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v. 전원 켜기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두 팬이 모두 켜지는지, 팬 뒷면의 주황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드라이브 드로어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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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쉘프 핫 추가

스토리지 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에 전원이 계속 공급되는 동안 새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중단하지 않고 스토리지 시스템 용량을 구성, 재구성,

추가 또는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단계를 읽으십시오.

• 필요한 경우 드라이브 쉘프 핫 추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절차는 DE212C, DE224C 또는 DE460C 드라이브 쉘프를 E2800, E2800B, EF280, E5700, E5500B, EF570,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쉘프

이 절차는 IOM12 및 IOM12B 드라이브 쉘프에 적용됩니다.

IOM12B 모듈은 SANtricity OS 11.70.2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IOM12B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컨트롤러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쉘프 IOM 핫 스왑 또는 교체와 유사할 경우 적용됩니다. 즉, IOM12 모듈을 다른 IOM12

모듈로 교체하거나 IOM12B 모듈을 다른 IOM12B 모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쉘프는 IOM12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IOM12B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형 컨트롤러 쉘프를 DE212C, DE224C 또는 DE460에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E27XX,

E56XX 또는 EF560 컨트롤러 쉘프에 IOM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합니다".

시스템 무결성을 유지하려면 제시된 순서대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1단계: 드라이브 쉘프 추가를 준비합니다

드라이브 쉘프를 핫 애드할 준비를 하려면 중요 이벤트를 확인하고 IOM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스토리지 시스템의 전원을 새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사양은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 기존 스토리지 시스템의 케이블 연결 패턴은 이 절차에서 설명하는 적용 가능한 구성표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지원 * > * 지원 센터 * > * 진단 * 을 선택합니다.

2.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지원 데이터 수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support-data.7z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데이터가 기술 지원 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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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4. 지원 * > * 이벤트 로그 * 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로그 페이지에는 이벤트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5. 중요 이벤트를 목록 맨 위로 정렬하려면 * Priority * 열의 머리글을 선택합니다.

6. 지난 2-3주 동안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 시스템 중요 이벤트를 검토하고 최근 중요 이벤트가 해결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2-3주 내에 해결되지 않은 중요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절차를 중지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만 절차를 계속합니다.

7.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8. IOM(ESM)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Shelf Component Settings 대화 상자가 * IOMs(ESM) * 탭이 선택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9. 각 IOM/ESM에 대해 표시된 상태가 _Optimal_인지 확인합니다.

10. 추가 설정 표시 * 를 클릭합니다.

11. 다음 조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감지된 ESM의 수는 시스템에 설치된 ESM 수와 각 드라이브 쉘프에 대한 ESM의 수와 일치합니다.

◦ 두 ESM 모두 통신이 정상임을 나타냅니다.

◦ 데이터 속도는 DE212C, DE224C 및 DE460C 드라이브 쉘프의 12Gb/s이고 기타 드라이브 트레이의 경우
6Gb/s입니다.

2단계: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하고 전원을 켭니다

새 드라이브 쉘프 또는 이전에 설치된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하고 전원을 켠 다음 주의가 필요한 LED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이전에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하는 경우, 드라이브를 제거하십시오. 이 절차의 뒷부분에서
드라이브를 한 번에 하나씩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려는 드라이브 쉘프의 설치 기록을 알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것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2.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요소를 보관하는 랙에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합니다.

실제 설치 및 전원 케이블 연결에 대한 전체 절차는 해당 모델의 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모델의 설치 지침에는 드라이브 쉘프를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참고 사항 및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새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을 켜고 드라이브 쉘프에 있는 주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 절차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고장 상태를 해결하십시오.

540



3단계: 시스템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옵션 1: E2800 또는 E5700용 드라이브 쉘프 연결

• 옵션 2: EF300 또는 EF600의 드라이브 쉘프 연결

구형 컨트롤러 쉘프를 DE212C, DE224C 또는 DE460에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E27XX,

E56XX 또는 EF560 컨트롤러 쉘프에 IOM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합니다".

옵션 1: E2800 또는 E5700용 드라이브 쉘프 연결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A에 연결하고 IOM 상태를 확인한 다음,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B에 연결합니다

단계

1.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A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은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컨트롤러 A 사이의 연결 예를 보여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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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클릭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컨트롤러 쉘프에 대한 활성 경로가 하나만 있습니다.

3. 필요에 따라 아래로 스크롤하여 새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드라이브 쉘프를 확인합니다. 새 드라이브 쉘프가
표시되지 않으면 연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4. 새 드라이브 쉘프의 * ESM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합니다.

6. 더 많은 옵션 표시 * 를 선택하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 IOM/ESM A가 나열됩니다.

◦ SAS-3 드라이브 쉘프의 현재 데이터 속도는 12GBps입니다.

◦ 카드 통신이 정상입니다.

7. 컨트롤러 B에서 모든 확장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8.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B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컨트롤러 B 사이의 연결 예를 보여 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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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9.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한 다음 * Show

More options * 를 선택합니다. 카드 통신이 * 예 * 인지 확인합니다.

Optimal(최적) 상태는 새 드라이브 쉘프와 관련된 이중화 오류가 해결되었으며 스토리지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옵션 2: EF300 또는 EF600의 드라이브 쉘프 연결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A에 연결하고 IOM 상태를 확인한 다음,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B에 연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SANtricity OS

업그레이드 중".

단계

1. 스택의 이전 마지막 쉘프에서 IOM12 포트 1 및 2에서 A 측 컨트롤러 케이블을 모두 분리한 다음 새 쉘프 IOM12

포트 1 및 2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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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을 새 쉘프에서 이전 마지막 셸프 IOM12 포트 1과 2에 있는 A 측 IOM12 포트 3과 4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이전 마지막 쉘프 사이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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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클릭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컨트롤러 쉘프에 대한 활성 경로가 하나만 있습니다.

4. 필요에 따라 아래로 스크롤하여 새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드라이브 쉘프를 확인합니다. 새 드라이브 쉘프가
표시되지 않으면 연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5. 새 드라이브 쉘프의 * ESM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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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6.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합니다.

7. 더 많은 옵션 표시 * 를 선택하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 IOM/ESM A가 나열됩니다.

◦ SAS-3 드라이브 쉘프의 현재 데이터 속도는 12GBps입니다.

◦ 카드 통신이 정상입니다.

8. IOM12 포트 1과 2에서 B 측 컨트롤러 케이블을 스택의 이전 마지막 쉘프에서 분리한 다음, 새 쉘프 IOM12 포트
1과 2에 연결합니다.

9. 케이블을 새 쉘프의 B측 IOM12 포트 3 및 4와 이전 쉘프 IOM12 포트 1 및 2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이전 마지막 쉘프 사이의 B측 연결을 보여 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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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한 다음 * Show

More options * 를 선택합니다. 카드 통신이 * 예 * 인지 확인합니다.

Optimal(최적) 상태는 새 드라이브 쉘프와 관련된 이중화 오류가 해결되었으며 스토리지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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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핫 애드 완료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 추가된 드라이브 쉘프에서 최신 펌웨어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핫 애드 기능을
완료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홈 * 을 클릭합니다.

2. 페이지 상단 중앙에 * Recover from Problems * 라는 링크가 표시되면 링크를 클릭하여 Recovery Guru에 표시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클릭하고 필요한 경우 아래로 스크롤하여 새로 추가된 드라이브
쉘프를 확인합니다.

4. 이전에 다른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드라이브의 경우, 새로 설치된 드라이브 쉘프에 드라이브를 한 번에 하나씩
추가합니다. 다음 드라이브를 삽입하기 전에 각 드라이브가 인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드라이브를 인식하면 * Hardware * 페이지의 드라이브 슬롯이 파란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5. 지원 * > * 지원 센터 * > * 지원 리소스 * 탭을 선택합니다.

6.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 * 링크를 클릭하고 새 드라이브 쉘프에 설치된 IOM/ESM 펌웨어 및 드라이브
펌웨어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 링크를 찾으려면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필요한 경우 드라이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업그레이드 기능을 해제하지 않으면 IOM/ESM 펌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됩니다.

핫 애드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E2800 HIC 교체 요구 사항

E2800에서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추가,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하기 전에 요구사항 및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절차 개요

HIC 교체 단계는 다음과 같이 컨트롤러 1~2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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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어레이에 다음 기능이 있는 경우: 필수 사항…

컨트롤러 1개(E2812 또는 E2824 단일) 1.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2.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3.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4.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5.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6. 컨트롤러 쉘프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컨트롤러 2개(E2860, E2812 또는 E2824 이중) 1.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3.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4.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5.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HIC 추가,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요구사항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추가,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다음 요구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이 절차에 대한 가동 중지 시간 유지 관리 기간을 예약했습니다. HIC를 설치할 때는 전원을 꺼야 하므로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중 구성에서는 두 컨트롤러가
전원을 켤 때 동일한 HIC 구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HIC가 있습니다. HIC는
컨트롤러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이중 구성(컨트롤러 2개)이 있는 경우 두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된 HIC는 동일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온라인 상태로 전환할 때 교체 HIC가 있는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 새 호스트 포트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케이블, 트랜시버, 스위치 및 HBA(호스트 버스 어댑터)가 있습니다.

호환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또는 을 누릅니다 "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 ESD 밴드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1 십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라벨이 있습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E2800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 추가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가 있는 E28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E2800 스토리지 어레이의 호스트 포트 수를 증가시키고 추가 호스트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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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 대해

이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스토리지 어레이의 전원을 끄고 HIC를 설치한 다음 전원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2800 HIC 교체 요구 사항".

• 이 절차에 대한 다운타임 유지 보수 기간을 예약합니다. HIC를 설치할 때는 전원을 꺼야 하므로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중 구성에서는 두 컨트롤러가
전원을 켤 때 동일한 HIC 구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

• 스토리지 어레이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HIC를 제공합니다. HIC는
컨트롤러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스위치 또는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와 같이 새 호스트 포트에 필요한 모든 호스트 하드웨어가 설치됩니다.

• 새 호스트 포트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케이블, 트랜시버, 스위치 및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호환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및 "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HIC를 추가할 준비를 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여 HIC를 추가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어레이가 최적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닌 경우 Recovery Guru를 사용하거나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마십시오.

2.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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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Save storageArray dbmDatabase sourceLocation = 온보드 contentType = 모든 파일 = "파일 이름";"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4.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스토리지를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5. 스토리지 배열이 미러링 관계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모든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6.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라이브에 캐시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 각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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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캐시 활성 LED _

7.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8.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a.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b. 컨트롤러 쉘프의 모든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2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

새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3.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캐시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기록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캐시 활성 LED _

4. 캠 핸들의 래치를 꽉 잡고 분리될 때까지 캠 핸들을 오른쪽으로 열어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분리합니다.

다음 그림은 E2812 컨트롤러 쉘프,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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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28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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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5. 양손과 캠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2812 컨트롤러 쉘프,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면
플랩이 제자리에서 회전하여 빈 베이를 차단하여 공기 흐름과 냉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7.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HIC를 설치합니다

HIC를 설치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의 호스트 포트 수를 늘립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 — 다른 E-Series 컨트롤러용으로 HIC를 설계한 경우 E28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 구성이 있는 경우 컨트롤러와 HIC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전원을 공급하면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단계

1. 새 HIC 및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의 포장을 풉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 커버의 버튼을 누르고 커버를 밀어 분리합니다.

3. DIMM에 의해 컨트롤러 내부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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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내부 캐시 활성 _

◦ (2) * _ 배터리 _

4. 1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블랭크 페이스 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4개를 분리하고
전면판을 제거합니다.

5. HIC의 3개의 나비 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HIC 하단의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HIC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 HIC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HIC 커넥터를 가볍게 눌러 HIC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 장비 손상 가능성 * — HIC와 나비 나사 사이의 컨트롤러 LED에 골드 리본 커넥터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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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7. HIC 나비 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8. 1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앞서 분리한 나사 4개로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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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재설치

새 HIC를 설치한 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이동식 덮개가 아래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2. 캠 핸들을 열린 위치로 둔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완전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다음 그림은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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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28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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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3. 캠 핸들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4. 분리한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이때 데이터 케이블을 새 HIC 포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5. (선택 사항) 이중 구성에 HIC를 추가하는 경우 모든 단계를 반복하여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두 번째
HIC를 설치한 다음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재설치합니다.

5단계: HIC 추가 완료

컨트롤러 LED 및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한 다음 컨트롤러의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쉘프 후면에서 전원 스위치 2개를 켭니다.

◦ 전원 켜기 프로세스 중에는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90초 이하의 시간이 소요되는 전원 스위치를 끄지
마십시오.

◦ 각 선반의 팬은 처음 시작할 때 매우 시끄럽습니다. 시동 중 큰 소음이 정상입니다.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반복 시퀀스 * OS *, * SD *, *blank * 가 표시되어 컨트롤러가 일일 시작(SOD)

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컨트롤러가 성공적으로 부팅되면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트레이 ID가
표시됩니다.

◦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컨트롤러의 주황색 주의 LED가 켜졌다가 꺼집니다.

◦ 호스트 케이블을 연결할 때까지 녹색 호스트 링크 LED가 꺼져 있습니다.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 수와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1) * _주의 LED(황색) _

▪ (2) * _7 세그먼트 표시 _

▪ (3) * _ 호스트 링크 LED _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컨트롤러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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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경우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HIC 및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HIC를
분리했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새 HIC 포트에 SFP+ 트랜시버가 필요한 경우 SFP를 설치합니다.

5. SFP+(광) 포트를 통해 HIC를 설치한 경우 새 포트에 예상 호스트 프로토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a.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클릭합니다.

c. 컨트롤러 A 또는 컨트롤러 B의 그래픽을 선택합니다

d. 컨텍스트 메뉴에서 * 설정 보기 * 를 선택합니다.

e. Host Interfaces * 탭을 선택합니다.

f. 추가 설정 표시 * 를 클릭합니다.

g. HIC 포트에 대해 표시된 세부 정보(HIC에서 * e0x_ * 또는 * 0x_ * 로 표시된 포트 * 슬롯 1 *)를 검토하여
호스트 포트를 데이터 호스트에 연결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_새로운 HIC 포트에 예상되는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 _ 새 HIC 포트를 데이터 호스트에 연결할 준비가
완료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_ 새로운 HIC 포트가 * 프로토콜을 제공하지 * 하는 경우 * 기대하는 프로토콜이 없으면 _ 소프트웨어 기능
팩을 적용해야 새 HIC 포트를 데이터 호스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E2800의 호스트
프로토콜을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호스트 포트를 데이터 호스트에 연결하고 작업을 재개합니다.

6.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서 데이터 호스트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새 호스트 프로토콜을 구성 및 사용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한 경우 을 참조하십시오 "Linux Express 구성",

"Windows Express 구성", 또는 "VMware Express 구성".

다음 단계

스토리지 배열에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추가하는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2800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 업그레이드

E2800 어레이에서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업그레이드하여 호스트 포트 수를 늘리거나
호스트 프로토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HIC를 업그레이드할 때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전원을 끄고 각 컨트롤러에서 기존 HIC를 제거한 다음 새 HIC를 설치하고
전원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2800 HIC 교체 요구 사항".

• 이 절차에 대한 다운타임 유지 보수 기간을 예약합니다. HIC를 설치할 때는 전원을 꺼야 하므로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중 구성에서는 두 컨트롤러가
전원을 켤 때 동일한 HIC 구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561



필요한 것

• 스토리지 어레이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HIC를 제공합니다. HIC는
컨트롤러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스위치 또는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와 같이 새 호스트 포트에 설치된 새 호스트 하드웨어

• 새 호스트 포트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케이블, 트랜시버, 스위치 및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호환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또는 을 누릅니다 "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업그레이드를 준비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여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를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어레이가 최적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닌 경우 Recovery Guru를 사용하거나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마십시오.

2.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Save storageArray dbmDatabase sourceLocation = 온보드 contentType = 모든 파일 = "파일 이름";"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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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4.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스토리지를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5. 스토리지 배열이 미러링 관계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모든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6.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라이브에 캐시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 각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캐시 활성 LED _

7.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8.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a.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b. 컨트롤러 쉘프의 모든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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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

새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할 때 모든 케이블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 밖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3. HIC 포트에서 SFP+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경우 제거합니다.

업그레이드하는 HIC 유형에 따라 SFP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캐시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기록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캐시 활성 LED _

5. 캠 핸들의 래치를 꽉 잡고 분리될 때까지 캠 핸들을 오른쪽으로 열어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분리합니다.

다음 그림은 E2812 컨트롤러 쉘프,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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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28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565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6. 양손과 캠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2812 컨트롤러 쉘프,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면
플랩이 제자리에서 회전하여 빈 베이를 차단하여 공기 흐름과 냉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8.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제거합니다

원래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제거하여 업그레이드된 카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단추를 누르고 덮개를 밀어서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분리합니다.

2. 컨트롤러 내부(배터리와 DIMM 사이)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내부 캐시 활성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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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_ 배터리 _

3.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는 상단에 1개, 측면에 1개, 전면에 2개 등 4개가 있습니다.

4.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탈거하십시오.

5. 손가락이나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를 컨트롤러 카드에 고정하는 세 개의 나비 나사를 풉니다.

6. 카드를 들어 올리고 다시 밀어 컨트롤러 카드에서 HIC를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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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7. HIC를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4단계: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설치합니다

새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설치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의 호스트 포트 수를 늘립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 — 다른 E-Series 컨트롤러용으로 HIC를 설계한 경우 E28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 구성이 있는 경우 컨트롤러와 HIC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전원을 공급하면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단계

1. 새 HIC 및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의 포장을 풉니다.

2.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4개를 제거하고
페이스플레이트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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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C의 3개의 나비 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HIC 하단의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HIC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HIC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HIC 커넥터를 가볍게 눌러 HIC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 장비 손상 가능성 * — HIC와 나비 나사 사이의 컨트롤러 LED에 골드 리본 커넥터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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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5. HIC 나비 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6. 1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앞서 분리한 나사 4개로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합니다.

5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재설치

새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설치한 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덮개를 뒤로 밀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덮개를 다시 설치합니다.

2. 이동식 덮개가 아래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3. 캠 핸들을 열린 위치로 둔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완전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다음 그림은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의 예입니다.

570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28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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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4. 캠 핸들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5. 분리한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이때 데이터 케이블을 새 HIC 포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6. (선택 사항) 이중 구성에서 HIC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모든 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HIC를 제거한 다음 새 HIC를 설치하고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6단계: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업그레이드 완료

컨트롤러 LED 및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하고 컨트롤러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여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쉘프 후면에서 전원 스위치 2개를 켭니다.

◦ 전원 켜기 프로세스 중에는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90초 이하의 시간이 소요되는 전원 스위치를 끄지
마십시오.

◦ 각 선반의 팬은 처음 시작할 때 매우 시끄럽습니다. 시동 중 큰 소음이 정상입니다.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반복 시퀀스 * OS *, * SD *, *blank * 가 표시되어 컨트롤러가 일일 시작(SOD)

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컨트롤러가 성공적으로 부팅되면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트레이 ID가
표시됩니다.

◦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컨트롤러의 주황색 주의 LED가 켜졌다가 꺼집니다.

◦ 호스트 케이블을 연결할 때까지 녹색 호스트 링크 LED가 꺼져 있습니다.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 수와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1) * _주의 LED(황색) _

▪ (2) * _7 세그먼트 표시 _

▪ (3) * _ 호스트 링크 LED _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컨트롤러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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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경우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HIC 및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HIC를
분리했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새 HIC 포트에 SFP+ 트랜시버가 필요한 경우 SFP를 설치합니다.

5.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서 데이터 호스트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다음 단계

스토리지 배열에서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2800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 교체

장애가 발생한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HIC를 교체할 때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한 다음 새 HIC를 설치하고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한 다음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2800 HIC 교체 요구 사항".

• 이 절차에 대한 다운타임 유지 보수 기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HIC를 설치할 때는 전원을 꺼야 하므로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중 구성에서는 두 컨트롤러가
전원을 켤 때 동일한 HIC 구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사용 중인 볼륨이 없거나 이러한 볼륨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에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스토리지 어레이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HIC를 제공합니다. HIC는
컨트롤러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2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 각 컨트롤러마다 동일한 HIC가 있어야 합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단계는 컨트롤러 1개(단일) 또는 컨트롤러 2개(이중)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에 대한 적절한 지침으로 이동하십시오.

• 양면 인쇄: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설정합니다

• 단일 구성: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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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인쇄: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설정합니다

이중 구성이 있는 경우 장애가 발생한 HIC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설정하려면 이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스토리지 배열에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이중 구성).

단계

1. Recovery Guru의 Details 영역에서 오류가 발생한 HIC를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확인합니다.

2.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Save storageArray dbmDatabase sourceLocation = 온보드 contentType = 모든 파일 = "파일 이름";"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4. 컨트롤러가 아직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i.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ii.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표시합니다.

iii. 오프라인 상태로 설정할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iv.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 * 을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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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는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할 수 없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자동으로 액세스하려면 * 대체 네트워크
연결 * 을 선택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A: *'et controller[a] availability=offline’의 경우

▪ 컨트롤러 B: *'et controller[b] availability=offline’의 경우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가 컨트롤러의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단일 구성: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단일 구성의 경우 장애가 발생한 HIC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하나의 컨트롤러(단일 구성)가 있는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HIC를 제거하고 교체하기 전에 Recovery Guru에서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장애
발생 HIC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을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2.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Save storageArray dbmDatabase sourceLocation = 온보드 contentType = 모든 파일 = "파일 이름";"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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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4.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5.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캐시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기록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7.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8.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9. 컨트롤러 쉘프의 모든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2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

새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3.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캐시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기록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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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캐시 활성 LED _

4. 캠 핸들의 래치를 꽉 잡고 분리될 때까지 캠 핸들을 오른쪽으로 열어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분리합니다.

다음 그림은 E2812 컨트롤러 쉘프,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의 예입니다.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28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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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5. 양손과 캠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2812 컨트롤러 쉘프,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면
플랩이 제자리에서 회전하여 빈 베이를 차단하여 공기 흐름과 냉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7.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HIC 설치

HIC를 설치하여 장애가 발생한 HIC를 새 HIC로 교체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 — 다른 E-Series 컨트롤러용으로 HIC를 설계한 경우 E28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 구성이 있는 경우 컨트롤러와 HIC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전원을 공급하면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단계

1. 새 HIC 및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의 포장을 풉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 커버의 버튼을 누르고 커버를 밀어 분리합니다.

3. DIMM에 의해 컨트롤러 내부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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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내부 캐시 활성 LED _

◦ (2) * _ 배터리 _

4. 1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블랭크 페이스 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4개를 분리하고
전면판을 제거합니다.

5. HIC의 3개의 나비 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HIC 하단의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HIC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 HIC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HIC 커넥터를 가볍게 눌러 HIC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 장비 손상 가능성 * — HIC와 나비 나사 사이의 컨트롤러 LED에 골드 리본 커넥터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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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7. HIC 나비 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8. 1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앞서 분리한 나사 4개로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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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재설치

HIC를 설치한 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이동식 덮개가 아래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2. 캠 핸들을 열린 위치로 둔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완전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다음 그림은 E28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EF280 플래시 어레이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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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28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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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3. 캠 핸들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4. 분리한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이때 데이터 케이블을 새 HIC 포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5. (선택 사항) 이중 구성에 HIC를 추가하는 경우 모든 단계를 반복하여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두 번째
HIC를 설치한 다음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재설치합니다.

5단계: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설정합니다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단계는 컨트롤러 1개(단일) 또는 컨트롤러 2개(이중)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양면 인쇄: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설정합니다

이중 구성의 경우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작업을 재개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컨트롤러가 두 개인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 수와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컨트롤러와의 통신이 재설정된 경우: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컨트롤러가 오프라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반복 시퀀스 * OS *, * OL *, *blank * 가
표시됩니다.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

▪ (1) * _주의 LED(황색) _

▪ (2) * _7 세그먼트 표시 _

▪ (3) * _ 호스트 링크 LED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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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i.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ii.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Show back of shelf * 를 선택합니다.

iii. 온라인으로 설정하려는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iv.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온라인 위치 * 를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컨트롤러가 온라인 상태가 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A: * et controller [a] availability = online;"

▪ 컨트롤러 B: * 의 경우 [b] 가용성온라인;"

3. 컨트롤러의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서 코드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에 다음 반복
시퀀스 중 하나가 표시되면 즉시 컨트롤러를 제거합니다.

◦ * OE *, * L0 *, *blank * (일치하지 않는 컨트롤러)

◦ * OE *, * L6 *, *blank * (지원되지 않는 HIC)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방금 설치한 컨트롤러에 이러한 코드 중 하나가 표시되고 어떤
이유로든 다른 컨트롤러가 재설정된 경우 두 번째 컨트롤러도 잠길 수 있습니다.

4. 컨트롤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경우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HIC 및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HIC를
분리했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6.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NetApp 지원", 888-463-8277 (북미), 00-800-44-638277 (유럽) 또는 RMA

번호가 필요한 경우 +800-800-80-800 (아시아/태평양).

단일 구성: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켭니다

단일 구성의 경우 컨트롤러 쉘프에 전원을 공급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운영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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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어레이에 컨트롤러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쉘프 후면에서 전원 스위치 2개를 켭니다.

◦ 전원 켜기 프로세스 중에는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90초 이하의 시간이 소요되는 전원 스위치를 끄지
마십시오.

◦ 각 선반의 팬은 처음 시작할 때 매우 시끄럽습니다. 시동 중 큰 소음이 정상입니다.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반복 시퀀스 * OS *, * SD *, *blank * 가 표시되어 컨트롤러가 일일 시작(SOD)

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컨트롤러가 성공적으로 부팅되면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트레이 ID가
표시됩니다.

◦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컨트롤러의 주황색 주의 LED가 켜졌다가 꺼집니다.

◦ 녹색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집니다.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 수와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1) * _주의 LED(황색) _

▪ (2) * _7 세그먼트 표시 _

▪ (3) * _ 호스트 링크 LED _

3. 컨트롤러의 상태가 Optimal(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경우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HIC 및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HIC를
분리했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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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NetApp 지원", 888-463-8277 (북미), 00-800-44-638277 (유럽) 또는 RMA

번호가 필요한 경우 +800-800-80-800 (아시아/태평양).

다음 단계

HIC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 변환

E2800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 변경에 대한 요구 사항

E2800 어레이의 호스트 프로토콜을 변환하기 전에 요구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변경할 수 있는 호스트 포트

E2800 컨트롤러의 16Gb FC/10Gb iSCSI HIC 및 광 기본 포트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SFP+(광)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 2개 * (1) * 및 SFP+(광) HIC 포트 4개 * (2) * 를 포함하는 E2800

컨트롤러의 후면을 보여줍니다.

2-포트 HIC도 제공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의 E2800 컨트롤러 또는 컨트롤러는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의 유형과 HIC 포트의 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표에는 기능 팩으로 변경할 수 있는 호스트 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가 있는
경우…

HIC 포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항목

SFP+(광) 포트 2개 없음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만

SFP+(광) 포트 2개 SFP+(광) 포트 4개 모든 포트

SFP+(광) 포트 2개 SFP+(광) 포트 2개 모든 포트

SFP+(광) 포트 2개 SAS 포트 2개 또는 4개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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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가 있는
경우…

HIC 포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항목

SFP+(광) 포트 2개 RJ-45(BASE-T) 포트 2개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만

RJ-45(BASE-T) 포트 2개 없음 포트가 없습니다

RJ-45(BASE-T) 포트 2개 RJ-45(BASE-T) 포트 2개 포트가 없습니다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와 HIC 포트는 동일한 호스트 프로토콜 또는 다른 호스트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프로토콜 변경 요구 사항

• 이 절차에 대한 다운타임 유지 보수 기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 변환을 수행할 때 호스트 입출력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변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대역외 관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역내 관리를 사용하여 이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 변환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확보했습니다. NetApp 세일즈 담당자는 귀사가 필요한 하드웨어를 결정하고 올바른
부품을 주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의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현재 NetApp에서 구입한 이중 프로토콜(Unified

)의 SFP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경우 SFP 트랜시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중 프로토콜 SFP 트랜시버가 FC(4Gbps, 16Gbps) 및 iSCSI(10Gbps)를 모두 지원하지만 1Gbps iSCSI를
지원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1단계: 이중 프로토콜 SFP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된 SFP

트랜시버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호스트 프로토콜 변경 시 고려 사항

호스트 프로토콜 변경에 대한 고려사항은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와 HIC 포트의 시작 및 종료 프로토콜에 따라
다릅니다.

미러링 기능 또는 DA(Data Assurance)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 설명된 대로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을 변경할 때
이러한 기능의 동작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고려 사항은 이미 사용 중인 스토리지 배열을 변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직 호스트 및
볼륨이 정의되지 않은 새 스토리지 배열을 변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C에서 iSCSI로 변환

• 구성에 FC 베이스보드 포트에 연결된 SAN 부팅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를 확인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iSCSI에서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스트 프로토콜을 iSCSI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DA 기능은 iSCSI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현재 DA를 사용 중이고 FC 호스트 포트를 iSCSI로 변환하려면 모든 볼륨에서 DA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iSCSI로 변환하기 전에 DA를 비활성화하지 않으면 변환 후 스토리지 배열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게 됩니다.

• 동기식 미러링 기능은 iSCSI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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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동기식 미러링 관계를 사용 중이고 FC 호스트 포트를 iSCSI로 변환하려면 동기식 미러링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로컬 스토리지 시스템과 원격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미러 관계를 제거하는 동기식 미러링 쌍을 모두 제거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온라인 도움말의 지침에 따라 동기
미러링을 비활성화합니다.

iSCSI로 변환하기 전에 동기 미러링 관계를 비활성화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데이터 액세스가
손실되고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 비동기 미러링에서는 로컬 스토리지 배열과 원격 스토리지 배열이 모두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 현재 비동기 미러링을 사용 중이고 모든 호스트 포트를 FC에서 iSCSI로 변환하려면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비동기 미러링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여 모든 미러 정합성 보장 그룹을 삭제하고 로컬 및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미러링된 모든 쌍을 제거합니다. 또한 온라인 도움말의 지침에 따라 비동기 미러링을
비활성화합니다.

iSCSI에서 FC로 변환 중

• 비동기 미러링에서는 로컬 스토리지 배열과 원격 스토리지 배열이 모두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베이스보드 포트에서 비동기 미러링을 사용 중인 경우 프로토콜을 변경하기 전에 비동기 미러링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여 모든 미러 정합성 보장 그룹을 삭제하고 로컬 및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미러링된 모든 쌍을 제거합니다. 또한 온라인 도움말의 지침에 따라 비동기 미러링을
비활성화합니다.

FC에서 FC/iSCSI로 변환

미러링 고려 사항:

• 동기식 미러링은 iSCSI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미러링에 사용되는 스토리지 어레이에 현재 FC 포트가 있고 그 중 일부를 iSCSI로 변환하려면 미러링에 사용할
포트를 결정해야 합니다.

• 변환 후 두 스토리지 어레이에 활성 FC 포트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로컬 스토리지 어레이와 원격 스토리지
어레이의 포트를 동일한 프로토콜로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미러링 관계에 사용 중인 포트를 변환하려는 경우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동기 또는 비동기 미러 관계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미러링에 _NOT_사용하고 있는 포트를 변환하려는 경우 비동기식 미러링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모든 미러 정합성 보장 그룹이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 팩을 적용한 후 로컬
스토리지 어레이와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 간의 통신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Data Assurance 고려 사항:

• DA(Data Assurance) 기능은 iSCSI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액세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면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DA 볼륨을 재매핑하거나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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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에 대한 Data Assurance 기능은 SANtricity 버전 11.40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있는 경우… 필수 사항…

기본 클러스터의 DA 볼륨 기본 클러스터에서 모든 DA 볼륨을 재매핑합니다.

• 호스트 간에 DA 볼륨을 공유하지 않으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i. 각 FC 호스트 포트 세트에 대해 호스트
파티션을 생성합니다(아직 작성하지 않은 경우).

ii. DA 볼륨을 적절한 호스트 포트에 다시
매핑합니다.

• 호스트 간에 DA 볼륨을 공유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i. 각 FC 호스트 포트 세트에 대해 호스트
파티션을 생성합니다(아직 작성하지 않은 경우).

ii. 적절한 호스트 포트를 포함하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iii. DA 볼륨을 새 호스트 클러스터에 다시
매핑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클러스터에
남아 있는 볼륨에 대한 볼륨
액세스가 제거됩니다.

FC 전용 호스트가 포함된 호스트 클러스터의 DA

볼륨이며 iSCSI 전용 호스트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속한 DA

볼륨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DA 볼륨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 호스트 간에 DA 볼륨을 공유하지 않으려면 모든 DA

볼륨을 클러스터 내의 개별 FC 호스트에 다시
매핑합니다.

• iSCSI 전용 호스트를 자체 호스트 클러스터로
분리하고 FC 호스트 클러스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공유 DA 볼륨 사용).

• DA 볼륨과 비 DA 볼륨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iSCSI 전용 호스트에 FC HBA를 추가합니다.

FC 전용 호스트가 포함된 호스트 클러스터의 DA 볼륨
또는 개별 FC 호스트 파티션에 매핑된 DA 볼륨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DA 볼륨은 해당 FC 호스트에 매핑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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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필수 사항…

정의된 파티션이 없습니다 현재 매핑된 볼륨이 없으므로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아무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스트 프로토콜을
변환한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호스트 파티션을 생성하고
필요한 경우 호스트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iSCSI에서 FC/iSCSI로 변환

• 미러링에 사용되는 포트를 변환하려는 경우 변환 후 iSCSI를 유지할 포트로 미러링 관계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컬 스토리지의 새 FC 포트와 원격 스토리지의 기존 iSCSI 포트 간의 프로토콜 불일치로 인해 변환
후 통신 링크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 미러링에 사용되지 않는 포트를 변환하려는 경우 비동기식 미러링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모든 미러 정합성 보장 그룹이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 팩을 적용한 후 로컬
스토리지 어레이와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 간의 통신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FC/iSCSI에서 FC로 변환

• 모든 호스트 포트를 FC로 변환할 때 FC를 통한 비동기 미러링은 가장 번호가 높은 FC 포트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미러링 관계에 사용 중인 포트를 변환하려는 경우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이러한 관계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포트를 FC로 변환하기 전에 iSCSI에서 발생한 비동기 미러링 관계를
삭제하지 않으면 컨트롤러가 잠길 수 있으며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에 현재 iSCSI 베이스보드 포트 및 FC HIC 포트가 있는 경우 비동기식 미러링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변환 전후에 미러링은 가장 높은 번호가 지정된 FC 포트에서 발생하며, 이 포트는 그림에서 * 2 * 라고 표시된 HIC

포트로 유지됩니다.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모든 미러 정합성 보장 그룹이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
팩을 적용한 후 로컬 스토리지 어레이와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 간의 통신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에 현재 FC 베이스보드 포트 및 iSCSI HIC 포트가 있는 경우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FC를 통해
발생하는 미러링 관계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기능 팩을 적용하면 미러링 지원 기능이 번호가 가장 높은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그림에서 * 1 * 로 표시됨)에서
번호가 가장 높은 HIC 포트(그림에서 * 2 * 로 표시됨)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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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전 변환 후 필요한 단계

베이스보드
포트

HIC 포트 미러링에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베이스보드
포트

HIC 포트 미러링에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iSCSI FC • (2) * FC FC • (2) * 다음 시간 전에
미러 정합성
보장 그룹을
동기화하고
이후에 통신을
테스트하십시
오

FC iSCSI • (1) * FC FC • (2) * 미러링 관계를
삭제한 후
미러링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FC/iSCSI에서 iSCSI로 변환

• 동기식 미러링은 iSCSI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미러링 관계에 사용 중인 포트를 변환하려는 경우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미러링 관계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포트를 iSCSI로 변환하기 전에 FC에서 발생한 미러링 관계를 삭제하지
않으면 컨트롤러가 잠길 수 있으며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 미러링에 사용되는 포트를 변환하지 않을 계획이면 미러링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모든 미러 정합성 보장 그룹이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능 팩을 적용한 후 로컬 스토리지 어레이와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 간의 통신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동일한 호스트 프로토콜 및 미러링 작업

미러링 작업에 사용되는 호스트 포트가 기능 팩을 적용한 후 동일한 프로토콜을 유지하는 경우 미러링 작업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모든 미러 정합성 보장 그룹이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 팩을 적용한 후 로컬 스토리지 어레이와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 간의 통신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용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2800의 호스트 프로토콜을 변경합니다

SFP+(광) 호스트 포트가 있는 E2800 스토리지 어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을
파이버 채널(FC)에서 iSCSI로 또는 iSCSI에서 FC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내장된 호스트 포트(baseboard 호스트 포트),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의 호스트 포트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HIC 포트) 또는 모든 호스트 포트의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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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이중 프로토콜 SFP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가지고 있는 SFP 트랜시버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SFP는 FC 및
iSCSI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_dual-protocol_or_unified_SFP라고 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지원 * 을 선택합니다.

2. 지원 센터 * 타일을 선택합니다.

3. 지원 리소스 탭에서 * 스토리지 어레이 프로필 * 링크를 찾아 선택합니다.

4. 텍스트 상자에 * SFP * 를 입력하고 * 찾기 * 를 클릭합니다.

5. 스토리지 어레이 프로필에 나열된 각 SFP에 대해 * 지원되는 데이터 속도 * 항목을 찾습니다.

6. 다음 표를 참조하여 SFP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지원되는 데이터 속도 SFP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프로토콜입니다

16Gbps, 10Gbps, 4Gbps 이중 프로토콜 • FC: * 16Gbps, 4Gbps

• iSCSI:  10Gbps

25Gbps, 10Gbps 25Gbps 10Gbps, iSCSI만 해당

32Gbps, 16Gbps, 8Gbps, 4Gbps 32Gbps, 16Gbps FC 전용

◦ 이중 프로토콜 SFP가 있는 경우 프로토콜을 변환한 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프로토콜 SFP는 1Gb iSCSI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호스트 포트를 iSCSI로 변환하는 경우
이중 프로토콜 SFP는 연결된 포트에 대한 10Gb 링크만 지원합니다.

◦ 16Gbps SFP를 사용하는 경우 호스트 포트를 iSCSI로 변환하려면 SFP를 제거하고 프로토콜을 변환한 후
이중 프로토콜 또는 10Gbps SFP로 교체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SFP가 포함된 특수 Twin-Ax 케이블을
사용하여 10Gbps iSCSI 코퍼 케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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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Gbps FC SFP는 E28xx 또는 E57xx 컨트롤러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16Gbps 및 32Gbps

FC SFP만 지원됩니다.

◦ 10Gbps SFP가 있고 호스트 포트를 FC로 변환하는 경우, 프로토콜을 변환한 후 해당 포트에서 SFP를
제거하고 이중 프로토콜 또는 16Gbps SFP로 교체해야 합니다.

2단계: 기능 팩을 구합니다

기능 팩을 구하려면 컨트롤러 쉘프의 일련 번호, 기능 활성화 코드 및 스토리지 배열의 기능 활성화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단계

1. 일련 번호를 찾습니다.

a.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지원 [지원 센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리소스 *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 상위 스토리지 어레이 속성 보기 *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c. 섀시 일련 번호 * 를 찾아 이 값을 텍스트 파일로 복사합니다.

2. 피처 팩 하위 모델 ID * 를 찾습니다.

a. 지원 리소스 탭에서 * 스토리지 어레이 프로필 * 링크를 찾아 선택합니다.

b. 텍스트 상자에 * 피처 팩 하위 모델 ID * 를 입력하고 * 찾기 * 를 클릭합니다.

c. 시작 구성에 대한 피처 팩 하위 모델 ID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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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팩 하위 모델 ID를 사용하여 시작 구성에 대한 해당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를 찾고 아래 표에서 원하는 최종
구성에 대한 기능 활성화 코드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기능 활성화 코드를 텍스트 파일로 복사합니다.

구성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설정을 종료하는 중입니다 기능 활성화
코드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

베이스보드
포트

HIC 포트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

베이스보드
포트

HIC 포트

318 FC FC 319 FC iSCSI ZGW-4L2-

Z36IJ

320 iSCSI FC 4GZ-NL2-

Z4NRP

321 iSCSI iSCSI

TG2-7L2-

Z5485
_ HIC가
없거나 광
HIC가 아님 _

321 iSCSI TG2-7L2-

Z5485

319 FC

iSCSI 318 FC FC 1G5-QL2-

Z7LFC

320 iSCSI

FC FG7-AL2-

Z82RW

321 iSCSI iSCSI 5G7-0K2-

Z0G8X

320

iSCSI FC 318 FC FC 4GP-HL2-

ZYRK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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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설정을 종료하는 중입니다 기능 활성화
코드

FC iSCSI PGU-KL2-

Z1P7I

321 iSCSI iSCSI BGA-8K2-

ZQWM5

321 iSCSI iSCSI 318 FC FC SGH-UK2-

ZUCJG

319 FC iSCSI 1GK-EK2-

ZVSW1

320 iSCSI FC

구성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설정을 종료하는 중입니다 기능 활성화
코드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

베이스보드
포트

HIC 포트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

베이스보드
포트

HIC 포트

338)을
참조하십시오

FC FC 339 FC iSCSI PGC-RK2-

ZREUT

340 iSCSI FC MGF-BK2-

ZSU3Z

341 iSCSI iSCSI

NGR-1L2-

ZZ8QC
_ HIC가
없거나 광
HIC가 아님 _

341 iSCSI NGR-1L2-

ZZ8QC

339 FC

iSCSI 338)을
참조하십시오

FC FC Dgt-7M2-

ZKBMD

340 iSCSI

FC GGA-TL2-

Z9J50

341 iSCSI iSCSI WGC-DL2-

ZBZIB

340

iSCSI FC 338)을
참조하십시오

FC FC 4gm-km2-

ZGWS1

339

FC iSCSI PG0-4M2-

ZHDZ6

341 iSCSI iSCSI Xgr-NM2-

ZJUGR

341 iSCSI iSCSI 338)을
참조하십시오

FC FC 3GE - WL2 -

ZCHNY

339 FC iSCSI FGH-HL2-

ZDY3R

340 iSCSI FC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가 목록에 없으면 에 문의하십시오 "NetAp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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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ystem Manager에서 Enable Identifier 기능을 찾습니다.

a. 설정 [시스템] 메뉴로 이동합니다.

b. 아래로 스크롤하여 * 추가 기능 * 을 찾습니다.

c. 기능 팩 변경 * 에서 * 기능 식별자 사용 * 을 찾습니다.

d. 이 32자리 숫자를 복사하여 텍스트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5. 로 이동합니다 "NetApp 라이센스 활성화: 스토리지 어레이 프리미엄 기능 활성화"을 누르고 기능 팩을 얻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섀시 일련 번호입니다

◦ 기능 활성화 코드

◦ 기능 활성화 식별자

프리미엄 기능 활성화 웹 사이트에는 ""프리미엄 기능 활성화 지침"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 이러한 지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6. 기능 팩의 키 파일을 이메일로 받을지 또는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3단계: 호스트 I/O를 중지합니다

호스트 포트의 프로토콜을 변환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모든 입출력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변환을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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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스토리지를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2. 스토리지 배열이 미러링 관계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모든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3.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라이브에 캐시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 각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속성 표시기 호스트 포트의 유형입니다

• (1) * 캐시 활성 상태 표시등

4.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5.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4단계: 기능 팩을 변경합니다

기능 팩을 변경하여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의 호스트 프로토콜, IB HIC 포트 또는 두 유형의 포트를 모두 변환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설정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추가 기능 * 아래에서 * 기능 팩 변경 *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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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찾아보기 * 를 클릭한 다음 적용할 기능 팩을 선택합니다.

4. 필드에 change를 입력합니다.

5. 변경 * 을 클릭합니다.

기능 팩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두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두 번 재부팅되므로 새 기능 팩이 적용됩니다.

재부팅이 완료되면 스토리지 배열이 응답 상태로 돌아갑니다.

6. 호스트 포트에 원하는 프로토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a.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Show back of shelf * 를 클릭합니다.

c. 컨트롤러 A 또는 컨트롤러 B의 그래픽을 선택합니다

d. 컨텍스트 메뉴에서 * 설정 보기 * 를 선택합니다.

e. Host Interfaces * 탭을 선택합니다.

f. 추가 설정 표시 * 를 클릭합니다.

g. 베이스보드 포트와 HIC 포트("슬롯 1" 레이블)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각 포트 유형에 원하는 프로토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로 이동합니다 "호스트 프로토콜 변환을 완료합니다".

E2800을 위한 호스트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변환

호스트 포트의 프로토콜을 변환한 후에는 새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전에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와 HIC 포트의 시작 및 종료 프로토콜에 따라 다릅니다.

FC에서 iSCSI로 변환을 완료합니다

모든 호스트 포트를 FC에서 iSCSI로 전환한 경우 iSCSI 네트워킹을 구성해야 합니다.

단계

1.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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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트래픽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스위치는 공급업체의 iSCSI 권장 사항에 따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에는 구성 지시문과 코드 업데이트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메뉴: 하드웨어 [iSCSI 포트 구성]을 선택합니다.

3. 포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iSCSI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성을 선택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호스트 정의를 업데이트합니다.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 추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경우 SANtricity System Manager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a. 스토리지 [호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b. 포트를 연결할 호스트를 선택하고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호스트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c. 호스트 포트 * 탭을 클릭합니다.

d. 추가 * 를 클릭하고 * 호스트 포트 추가 *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새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의 길이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기술에 의해 결정됩니다. FC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은
16자여야 합니다. iSCSI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은 최대 223자입니다. 포트는 고유해야 합니다. 이미 구성된
포트 번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 삭제 * 를 클릭하고 * 호스트 포트 삭제 *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제거(연결 해제)합니다.

Delete * 옵션은 호스트 포트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호스트 포트와 호스트 간의 연결을
제거합니다. 호스트 버스 어댑터 또는 iSCSI 이니시에이터를 제거하지 않는 한, 호스트 포트는 컨트롤러에서
계속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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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호스트 포트 식별자 설정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g. 추가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추가 및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반복합니다.

5. 호스트를 재부팅하거나 호스트가 LUN을 올바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재검색을 수행합니다.

6. 볼륨을 다시 마운트하거나 블록 볼륨을 사용하여 시작합니다.

iSCSI를 FC로 변환합니다

모든 호스트 포트를 iSCSI에서 FC로 전환한 경우 FC 네트워킹을 구성해야 합니다.

단계

1. HBA 유틸리티를 설치하고 이니시에이터 WWPN을 확인합니다.

2. 스위치를 조닝(Zoning)합니다.

스위치를 조닝하면 호스트가 스토리지에 접속할 수 있고 경로 수가 제한됩니다. 스위치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조닝(Zoning)합니다.

3.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호스트 정의를 업데이트합니다.

a. 스토리지 [호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b. 포트를 연결할 호스트를 선택하고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호스트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c. 호스트 포트 * 탭을 클릭합니다.

d. 추가 * 를 클릭하고 * 호스트 포트 추가 *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새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의 길이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기술에 의해 결정됩니다. FC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은
16자여야 합니다. iSCSI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은 최대 223자입니다. 포트는 고유해야 합니다. 이미 구성된
포트 번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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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삭제 * 를 클릭하고 * 호스트 포트 삭제 *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제거(연결 해제)합니다.

Delete * 옵션은 호스트 포트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호스트 포트와 호스트 간의 연결을
제거합니다. 호스트 버스 어댑터 또는 iSCSI 이니시에이터를 제거하지 않는 한, 호스트 포트는 컨트롤러에서
계속 인식됩니다.

f. 호스트 포트 식별자 설정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g. 추가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추가 및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반복합니다.

4. 호스트를 재부팅하거나 재검색을 수행하여 호스트가 매핑된 스토리지를 올바르게 검색하도록 합니다.

5. 볼륨을 다시 마운트하거나 블록 볼륨을 사용하여 시작합니다.

FC에서 FC/iSCSI로 변환을 완료합니다

이전에 모든 FC 호스트 포트를 iSCSI로 변환한 경우에는 기존 구성을 수정하여 iSCSI를 지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iSCSI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단계는 현재 및 계획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라 다릅니다. 옵션 1은 새 iSCSI 호스트를 스토리지에 연결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옵션 2에서는 변환된 포트에
연결된 호스트를 FC에서 iSCSI로 변환하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옵션 1: FC 호스트를 이동하고 새 iSCSI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1. 모든 FC 호스트를 새 iSCSI 포트에서 FC로 남아 있는 포트로 이동합니다.

2. 이중 프로토콜 SFP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경우 FC SFP를 모두 제거하십시오.

3. 직접 또는 스위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포트에 새 iSCSI 호스트를 연결합니다.

4. 새 호스트 및 포트에 대한 iSCSI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Linux Express 구성",

"Windows Express 구성", 또는 "VMware Express 구성".

옵션 2: FC 호스트를 iSCSI로 변환합니다

1. 변환된 포트에 연결된 FC 호스트를 종료합니다.

2. 변환된 포트에 대한 iSCSI 토폴로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스위치를 FC에서 iSCSI로 변환합니다.

3. 이중 프로토콜 SFP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변환된 포트에서 FC SFP를 제거하고 iSCSI SFP 또는 이중
프로토콜 SFP로 교체합니다.

4. 변환된 포트의 SFP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올바른 iSCSI 스위치 또는 호스트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호스트의 전원을 켭니다.

6. 를 사용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iSCSI 호스트를 구성하는 도구입니다.

7. 호스트 파티션을 편집하여 iSCSI 호스트 포트 ID를 추가하고 FC 호스트 포트 ID를 제거합니다.

8. iSCSI 호스트가 재부팅된 후 호스트에서 해당 절차를 사용하여 볼륨을 등록하고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운영 체제에 따라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hot_add 및 SMdevices)에 두 개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호스트에 볼륨을 등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볼륨의 장치 이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볼륨을 사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운영 체제와 함께 제공되는 특정 도구 및 옵션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하고 마운트 지점을 만드는 등).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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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를 FC/iSCSI로 변환합니다

이전에 모든 iSCSI 호스트 포트를 FC로 변환한 경우에는 기존 구성을 수정하여 FC를 지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FC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단계는 현재 및 계획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라 다릅니다. 옵션 1은 새 FC 호스트를 스토리지에 연결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옵션 2에서는 변환된 포트에 연결된
호스트를 iSCSI에서 FC로 변환하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옵션 1: iSCSI 호스트를 이동하고 새 FC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1. 새 FC 포트에서 iSCSI가 남아 있는 포트로 iSCSI 호스트를 이동합니다.

2. 이중 프로토콜 SFP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경우 FC SFP를 모두 제거하십시오.

3. 직접 또는 스위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포트에 새 FC 호스트를 연결합니다.

4. 새 호스트 및 포트에 대해 FC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Linux Express 구성",

"Windows Express 구성", 또는 "VMware Express 구성".

옵션 2: iSCSI 호스트를 FC로 변환

1. 변환된 포트에 연결된 iSCSI 호스트를 종료합니다.

2. 변환된 포트에 대한 FC 토폴로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스위치를 iSCSI에서 FC로 변환합니다.

3. 이중 프로토콜 SFP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변환된 포트에서 iSCSI SFP를 제거하고 FC SFP 또는 이중
프로토콜 SFP로 교체합니다.

4. 변환된 포트의 SFP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케이블이 올바른 FC 스위치 또는 호스트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호스트의 전원을 켭니다.

6. 를 사용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을 사용하여 FC 호스트를 구성합니다.

7. 호스트 파티션을 편집하여 FC 호스트 포트 ID를 추가하고 iSCSI 호스트 포트 ID를 제거합니다.

8. 새 FC 호스트가 재부팅된 후 호스트에서 해당 절차를 사용하여 볼륨을 등록하고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운영 체제에 따라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hot_add 및 SMdevices)에 두 개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호스트에 볼륨을 등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볼륨의 장치 이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볼륨을 사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운영 체제와 함께 제공되는 특정 도구 및 옵션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하고 마운트 지점을 만드는 등).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FC/iSCSI를 FC로 변환합니다

이전에 FC 호스트 포트와 iSCSI 호스트 포트를 조합하여 모든 포트를 FC로 전환한 경우 새 FC 포트를 사용하려면 기존
구성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FC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단계는 현재 및 계획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라 다릅니다. 옵션 1은 새 FC 호스트를 스토리지에 연결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옵션 2에서는 포트 1과 2에 연결된
호스트를 iSCSI에서 FC로 변환하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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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1: iSCSI 호스트를 제거하고 FC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1. 아직 이중 프로토콜 SF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iSCSI SFP를 모두 제거하고 FC SFP 또는 이중 프로토콜 SFP로
교체하십시오.

2. 이중 프로토콜 SFP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경우 FC SFP를 모두 제거하십시오.

3. 직접 또는 스위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포트에 새 FC 호스트를 연결합니다

4. 새 호스트 및 포트에 대해 FC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Linux Express 구성",

"Windows Express 구성", 또는 "VMware Express 구성".

옵션 2: iSCSI 호스트를 FC로 변환

1. 변환된 포트에 연결된 iSCSI 호스트를 종료합니다.

2. 이러한 포트에 FC 토폴로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iSCSI에서 FC로 이러한 호스트에 연결된 모든 스위치를
변환합니다.

3. 아직 이중 프로토콜 SF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트에서 iSCSI SFP를 제거하고 FC SFP 또는 이중 프로토콜
SFP로 교체합니다.

4. SFP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케이블이 올바른 FC 스위치 또는 호스트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호스트의 전원을 켭니다.

6. 를 사용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을 사용하여 FC 호스트를 구성합니다.

7. 호스트 파티션을 편집하여 FC 호스트 포트 ID를 추가하고 iSCSI 호스트 포트 ID를 제거합니다.

8. 새 FC 호스트가 재부팅된 후 호스트에서 해당 절차를 사용하여 볼륨을 등록하고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운영 체제에 따라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hot_add 및 SMdevices)에 두 개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호스트에 볼륨을 등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볼륨의 장치 이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볼륨을 사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운영 체제와 함께 제공되는 특정 도구 및 옵션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하고 마운트 지점을 만드는 등).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FC/iSCSI를 iSCSI로 변환합니다

이전에 FC 호스트 포트와 iSCSI 호스트 포트를 조합하여 모든 포트를 iSCSI로 전환한 경우 새 iSCSI 포트를
사용하려면 기존 구성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iSCSI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단계는 현재 및 계획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라 다릅니다. 옵션 1은 새 iSCSI 호스트를 스토리지에 연결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옵션 2에서는 호스트를 FC에서
iSCSI로 변환한다고 가정합니다.

옵션 1: FC 호스트를 제거하고 iSCSI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1. 아직 이중 프로토콜 SF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FC SFP를 모두 제거하고 iSCSI SFP 또는 이중 프로토콜 SFP로
교체하십시오.

2. 직접 또는 스위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포트에 새 iSCSI 호스트를 연결합니다.

3. 새 호스트 및 포트에 대한 iSCSI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Linux Express 구성",

"Windows Express 구성", 또는 "VMware Expres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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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2: FC 호스트를 iSCSI로 변환합니다

1. 변환된 포트에 연결된 FC 호스트를 종료합니다.

2. 이러한 포트에 iSCSI 토폴로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에 접속된 모든 스위치를 FC에서 iSCSI로
변환합니다.

3. 아직 이중 프로토콜 SF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트에서 FC SFP를 제거하고 iSCSI SFP 또는 이중 프로토콜
SFP로 교체합니다.

4. SFP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케이블이 올바른 iSCSI 스위치 또는 호스트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호스트의 전원을 켭니다.

6. 를 사용합니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iSCSI 호스트를 구성하는 도구입니다.

7. 호스트 파티션을 편집하여 iSCSI 호스트 포트 ID를 추가하고 FC 호스트 포트 ID를 제거합니다.

8. 새 iSCSI 호스트가 재부팅된 후 호스트에서 해당 절차를 사용하여 볼륨을 등록하고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운영 체제에 따라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hot_add 및 SMdevices)에 두 개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호스트에 볼륨을 등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볼륨의 장치 이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볼륨을 사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운영 체제와 함께 제공되는 특정 도구 및 옵션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하고 마운트 지점을 만드는 등).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5700

E5700 하드웨어 유지

E5700 스토리지 시스템의 경우, 다음 구성 요소에 대한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배터리는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포함되어 있으며 AC 전원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캐싱된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보드,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드라이브를 제어하고 System Manager 기능을 구현합니다.

캐니스터

캐니스터는 3가지 유형, 즉 12-드라이브 또는 24-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서 이중 전원을 공급하고
적절한 냉각 기능을 제공하는 전원 팬 캐니스터,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중복에
사용되는 전원 캐니스터,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를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팬 캐니스터를
지원합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물리적 데이터 저장 매체를 제공하는 전자기 기계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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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는 컨트롤러 캐니스터 내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5700 컨트롤러에는
컨트롤러 카드 자체에 내장된 호스트 포트와 HIC 옵션 중 호스트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내장된 호스트
포트를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라고 합니다. HIC에 내장된 호스트 포트를 HIC 포트라고 합니다.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입니다

호환성과 통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호스트의 프로토콜을 다른 프로토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E5700 배터리 교체 요구사항

E5700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요구사항 및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각 컨트롤러 캐니스터에는 AC 전원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캐싱된 데이터를 보관하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covery Guru에서 알려줍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다음 상태 중 하나를 보고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 배터리 고장

• 배터리 교체가 필요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절차 개요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장애가 발생한 배터리를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은 E5700 컨트롤러(E5724, EF570 또는 E5760의 배터리 교체 단계에 대한 개요입니다.

1.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양면 인쇄만 해당).

2.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3.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4.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5.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양면 인쇄만 해당).

요구 사항

고장난 배터리를 교체할 계획이라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교체용 배터리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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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선택적으로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일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I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용(버전 11.60 이상) * — System Manager에서 CLI 패키지(zip 파일)를
다운로드합니다. 설정 [시스템 > 추가 기능 > 명령줄 인터페이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DOS C:

프롬프트와 같은 운영 체제 프롬프트에서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EMW(엔터프라이즈 관리 창) * — 빠른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EMW에서 도구 [스크립트 실행] 메뉴를 선택하여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5700 배터리 교체

E5700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E57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는 AC 전원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캐싱된 데이터를 보관하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배터리 실패 상태 또는 배터리 교체 필요 상태를 보고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사용 중인 볼륨이 없거나 이러한 볼륨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에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검토 "E5700 배터리 교체 요구사항".

필요한 것

• 교체용 배터리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설정(양면 인쇄)

이중 구성이 있는 경우 장애가 발생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받는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설정합니다.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하지 않는 컨트롤러는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최적 상태).

스토리지 배열에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이중 구성).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2.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서 교체할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3.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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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Save storageArray dbmDatabase sourceLocation = 온보드 contentType = 모든 파일 = "파일 이름";"

4.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5. 컨트롤러가 아직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i.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ii.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표시합니다.

iii. 오프라인 상태로 설정할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iv.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 * 을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는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할 수 없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자동으로 액세스하려면 * 대체 네트워크
연결 * 을 선택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A: *'et controller[a] availability=offline’의 경우

▪ 컨트롤러 B: *'et controller[b] availability=offline’의 경우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가 컨트롤러의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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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제거하려면 먼저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계

1. ESD 밴드를 착용하거나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3.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4.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호스트 포트가 SFP+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경우 포트를 설치된 상태로 둡니다.

5.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캠 핸들의 래치를 꽉 잡고 분리될 때까지 캠 핸들을 오른쪽으로 열어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분리합니다.

다음 그림은 E5724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55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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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7. 양손과 캠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5724 컨트롤러 쉘프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는 경우 플랩이 제자리에 장착되어 빈 베이를 차단하여 공기
흐름과 냉각을 유지합니다.

8.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9.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컨트롤러 쉘프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한 후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단계

1. 단추를 누르고 덮개를 밀어서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분리합니다.

2. 컨트롤러 내부(배터리와 DIMM 사이)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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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내부 캐시 활성 LED _

◦ (2) * _ 배터리 _

3. 배터리의 파란색 분리 래치를 찾습니다.

4. 분리 래치를 아래로 누르고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멀리 밀어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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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배터리 분리 래치 _

◦ (2) * _ 배터리 _

5. 배터리를 들어 올려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꺼냅니다.

6.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려면 해당 지역의 적절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리튬 배터리는 컨트롤러 선반
안에 설치하지 않는 한 항공편으로 배송하지 마십시오.

4단계: 새 배터리를 장착하십시오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제거한 후 새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단계

1. 새 배터리의 포장을 풀고 정전기가 없는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IATA 안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교체 배터리는 30% 이하의 충전 상태(SoC)로 배송됩니다. 전원을
다시 켜면 교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고 최초 학습 사이클이 완료될 때까지 쓰기 캐싱이 재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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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터리 슬롯이 사용자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방향을 맞춥니다.

3. 배터리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약간 아래쪽으로 삽입합니다.

배터리 전면의 금속 플랜지를 컨트롤러 캐니스터 하단의 슬롯에 삽입한 다음 배터리 상단을 캐니스터 왼쪽의 작은
정렬 핀 아래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4. 배터리 래치를 위로 이동하여 배터리를 고정합니다.

래치가 제자리에 고정되면 래치 하단이 섀시의 금속 슬롯에 후크됩니다.

◦ (1) * _ 배터리 분리 래치 _

◦ (2) * _ 배터리 _

5.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어 배터리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하드웨어 손상 가능성 * — 배터리 전면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슬롯에 완전히
삽입되어야 합니다(첫 번째 그림 참조). 배터리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두 번째 그림 참조)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 보드에 닿게 되어 전원을 공급할 때 컨트롤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 정답 * — 배터리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의 슬롯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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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됨 * — 배터리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의 슬롯에 삽입되지 않음:

5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재설치

새 배터리를 장착한 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덮개를 뒤로 밀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덮개를 다시 설치합니다.

2. 이동식 덮개가 아래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3. 캠 핸들을 열린 위치로 둔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완전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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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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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_ 캠 핸들 _

4. 캠 핸들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5.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6단계: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전환(양면 인쇄)

이중 구성의 경우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컨트롤러가 두 개인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 수와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컨트롤러와의 통신이 재설정된 경우: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컨트롤러가 오프라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반복 시퀀스 * OS *, * OL *, *blank * 가
표시됩니다.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

▪ (1) * _ 호스트 링크 LED _

▪ (2) * _주의 LED(황색) _

▪ (3) * _7 세그먼트 표시 _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i.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ii.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Show back of shelf * 를 선택합니다.

iii. 온라인으로 설정하려는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iv.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온라인 위치 * 를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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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가 온라인 상태가 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A: * et controller [a] availability = online;"

▪ 컨트롤러 B: * 의 경우 [b] 가용성온라인;"

3. 컨트롤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경우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터리 및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 > * 지원 센터 * > * 진단 * 을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배터리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E5700 컨트롤러 교체를 위한 요구사항

E5700 컨트롤러를 교체하기 전에 요구사항 및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각 컨트롤러 캐니스터에는 컨트롤러 카드, 배터리 및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 개요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할 경우 배터리와 HIC가 설치된 경우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이를
제거하여 교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오류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하도록 안내합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황색 주의 LED가 켜져 컨트롤러에 장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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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주의 LED _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 주며,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호스트 포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절차는 IOM12 및 IOM12B 드라이브 쉘프에 적용됩니다.

IOM12B 모듈은 SANtricity OS 11.70.2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IOM12B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컨트롤러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쉘프 IOM 핫 스왑 또는 교체와 유사할 경우 적용됩니다. 즉, IOM12 모듈을 다른 IOM12

모듈로 교체하거나 IOM12B 모듈을 다른 IOM12B 모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쉘프는 IOM12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IOM12B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컨트롤러 교체 요구 사항

컨트롤러를 교체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교체 중인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부품 번호가 동일한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

교체 컨트롤러에는 16GB의 메모리가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64GB 구성이 필요한 경우
교체 컨트롤러를 설치하기 전에 제공된 업그레이드 키트를 사용하십시오.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선택적으로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일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I에 액세스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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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용(버전 11.60 이상) * — System Manager에서 CLI 패키지(zip 파일)를
다운로드합니다. 설정 [시스템 > 추가 기능 > 명령줄 인터페이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DOS C:

프롬프트와 같은 운영 체제 프롬프트에서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EMW(엔터프라이즈 관리 창) * — 빠른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EMW에서 도구 [스크립트 실행] 메뉴를 선택하여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구성 요구 사항

컨트롤러 2개가 장착된 컨트롤러 쉘프(이중 구성)의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스토리지 어레이가 켜져 있고 호스트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선반의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는 최적 상태입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 세부 정보 영역에 있는 제거할 수 있음 필드가* 예*로 표시되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양면 인쇄 구성의 컨트롤러를 교체합니다

다음 컨트롤러 쉘프에 대해 이중 컨트롤러(이중 컨트롤러) 구성의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E5724 컨트롤러 쉘프

• E5760 컨트롤러 쉘프

이 작업에 대해

각 컨트롤러 캐니스터에는 컨트롤러 카드, 배터리 및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할 경우 배터리와 HIC가 설치된 경우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분리한 다음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스토리지 어레이(이중 구성)에만 해당됩니다.

필요한 것

• 교체 중인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부품 번호가 동일한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 (부품 번호를 확인하려면 1단계를
참조하십시오.)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컨트롤러 교체 준비(양면 인쇄)

교체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FRU 부품 번호가 올바른지, 구성을 백업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
교체를 준비하십시오. 컨트롤러가 여전히 온라인 상태인 경우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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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포장을 풀고 정전기가 없는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배송할 때 사용할 포장재를 보관합니다.

교체 컨트롤러에는 16GB의 메모리가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64GB 구성이 필요한
경우 교체 컨트롤러를 설치하기 전에 제공된 업그레이드 키트를 사용하십시오.

2. 컨트롤러 캐니스터 뒷면에서 MAC 주소 및 FRU 부품 번호 레이블을 찾습니다.

◦ (1) * _MAC 주소: _ 관리 포트 1의 MAC 주소(""P1"). DHCP를 사용하여 원래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얻은 경우
이 주소가 새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 _FRU 부품 번호: _ 이 번호는 현재 설치된 컨트롤러의 교체 부품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교체할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교체 부품 번호를 찾습니다.

컨트롤러에 장애가 발생하여 교체해야 하는 경우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 교체 부품 번호가
표시됩니다. 이 번호를 수동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컨트롤러 아이콘으로 표시된 컨트롤러 쉘프를 찾습니다 .

c. 컨트롤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d.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 기본 * 탭에서 컨트롤러의 * 교체 부품 번호 * 를 기록해 둡니다.

4.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의 교체 부품 번호가 교체 컨트롤러의 FRU 부품 번호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두 부품 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 절차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또한,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가 포함된 경우 해당 HIC를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컨트롤러 또는 HIC가 있으면 새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새 컨트롤러가 잠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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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Save storageArray dbmDatabase sourceLocation = 온보드 contentType = 모든 파일 = "파일 이름";"

6.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컨트롤러를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7. 컨트롤러가 아직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i.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ii.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표시합니다.

iii. 오프라인 상태로 설정할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iv.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 * 을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는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할 수 없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자동으로 액세스하려면 * 대체 네트워크
연결 * 을 선택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A: *'et controller[a] availability=offline’의 경우

▪ 컨트롤러 B: *'et controller[b] availability=offline’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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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가 컨트롤러의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9.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을 선택하고 세부 정보 영역에서 * OK to remove * 필드가 * Yes * 로 표시되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듀플렉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여 결함이 있는 캐니스터를 새 캐니스터로 교체합니다.

단계

1. ESD 밴드를 착용하거나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3.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4.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SFP+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HIC가 있는 경우 SFP를 제거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HIC를 제거해야 하므로 HIC 포트에서 SFP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에 설치된 모든 SFP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다시 연결할 때 해당 SFP를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캠 핸들의 래치를 꽉 잡고 분리될 때까지 캠 핸들을 오른쪽으로 열어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분리합니다.

다음 그림은 E5724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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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55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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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7. 양손과 캠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5724 컨트롤러 쉘프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는 경우 플랩이 제자리에 장착되어 빈 베이를 차단하여 공기
흐름과 냉각을 유지합니다.

8.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9.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배터리 분리(양면 인쇄)

새 컨트롤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단계

1. 버튼을 누르고 덮개를 밀어서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분리합니다.

2. 컨트롤러 내부(배터리와 DIMM 사이)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내부 캐시 활성 LED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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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_ 배터리 _

3. 배터리의 파란색 분리 래치를 찾습니다.

4. 분리 래치를 아래로 누르고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멀리 밀어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 (1) * _ 배터리 분리 래치 _

◦ (2) * _ 배터리 _

5. 배터리를 들어 올려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꺼냅니다.

4단계: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제거(양면 인쇄)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가 포함된 경우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HIC를 제거하여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계

1.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는 상단에 1개, 측면에 1개, 전면에 2개 등 4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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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탈거하십시오.

3. 손가락이나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를 컨트롤러 카드에 고정하는 세 개의 나비 나사를 풉니다.

4. 카드를 들어 올리고 다시 밀어 컨트롤러 카드에서 HIC를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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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5. HIC를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5단계: 배터리 설치(양면 인쇄)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분리한 배터리를 설치하거나 주문한 새
배터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어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2. 덮개 단추를 누르고 덮개를 밀어 분리합니다.

3. 배터리 슬롯이 사용자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방향을 맞춥니다.

4. 배터리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약간 아래쪽으로 삽입합니다.

배터리 전면의 금속 플랜지를 컨트롤러 캐니스터 하단의 슬롯에 삽입한 다음 배터리 상단을 캐니스터 왼쪽의 작은
정렬 핀 아래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5. 배터리 래치를 위로 이동하여 배터리를 고정합니다.

래치가 제자리에 고정되면 래치 하단이 섀시의 금속 슬롯에 후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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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배터리 분리 래치 _

◦ (2) * _ 배터리 _

6.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어 배터리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하드웨어 손상 가능성 * — 배터리 전면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슬롯에 완전히
삽입되어야 합니다(첫 번째 그림 참조). 배터리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두 번째 그림 참조)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 보드에 닿게 되어 전원을 공급할 때 컨트롤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 정답 * — 배터리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의 슬롯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습니다.

◦ * 잘못됨 * — 배터리의 금속 플랜지가 컨트롤러의 슬롯에 삽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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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설치(양면 인쇄)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HIC를 제거한 경우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계

1.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블랭크 페이스 플레이트를 교체용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4개를 분리하고
전면판을 제거합니다.

2. HIC의 3개의 나비 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HIC 하단의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HIC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HIC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HIC 커넥터를 가볍게 눌러 HIC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 장비 손상 가능성 * — HIC와 나비 나사 사이의 컨트롤러 LED에 골드 리본 커넥터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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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4. HIC 나비 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5.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원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분리한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4개의 나사로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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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 설치(듀플렉스)

배터리와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를 설치한 후 처음 설치한 경우 새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덮개를 뒤로 밀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덮개를 다시 설치합니다.

2. 이동식 덮개가 아래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3. 캠 핸들을 열린 위치로 둔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완전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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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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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_ 캠 핸들 _

4. 캠 핸들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5. 새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 원래 컨트롤러의 SFP를 설치하고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둘 이상의 호스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올바른 호스트 포트에 SFP를 설치해야 합니다.

6. 원래 컨트롤러가 IP 주소에 DHCP를 사용한 경우 교체 컨트롤러 후면의 레이블에 있는 MAC 주소를 찾습니다.

제거한 컨트롤러의 DNS/네트워크 및 IP 주소를 대체 컨트롤러의 MAC 주소와 연관시킬 것을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요청합니다.

원래 컨트롤러가 IP 주소에 DHCP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새 컨트롤러는 제거한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채택합니다.

8단계: 전체 컨트롤러 교체(양면 인쇄)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운영을 재개하십시오.

단계

1.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다른 컨트롤러와의 통신이 재설정된 경우: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컨트롤러가 오프라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반복 시퀀스 * OS *, * OL *, *blank * 가
표시됩니다.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

▪ (1) * _ 호스트 링크 LED _

▪ (2) * _주의 LED(황색) _

▪ (3) * _7 세그먼트 표시 _

2. 컨트롤러의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서 코드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에 다음 반복
시퀀스 중 하나가 표시되면 즉시 컨트롤러를 제거합니다.

◦ * OE *, * L0 *, *blank * (일치하지 않는 컨트롤러)

◦ * OE *, * L6 *, *blank * (지원되지 않는 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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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방금 설치한 컨트롤러에 이러한 코드 중 하나가 표시되고 어떤
이유로든 다른 컨트롤러가 재설정된 경우 두 번째 컨트롤러도 잠길 수 있습니다.

3. 컨트롤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고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필요한 경우 모든 볼륨을 기본 소유자에게 다시 재배포합니다.

a. Storage [Volumes](저장소 [볼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메뉴 선택: More [Redistribute volumes](추가 [볼륨 재배포])

5. 최신 버전의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컨트롤러 펌웨어)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메뉴: 하드웨어 [지원 >

업그레이드 센터]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신 버전을 설치합니다.

6.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컨트롤러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캐니스터

E5700 캐니스터 교체 요구사항

E5700 캐니스터를 교체하기 전에 요구사항 및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캐니스터는 3가지 유형, 즉 12-드라이브 또는 24-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서 이중 전원을 공급하고
적절한 냉각 기능을 제공하는 전원 팬 캐니스터,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중복에
사용되는 전원 캐니스터,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를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팬 캐니스터를
지원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절차는 IOM 교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IOM을 교체하려면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각 24-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는 통합 팬을 포함하는 2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_power-fan canisters_라고 합니다. 전원 팬 캐니스터가 고장일 경우 가능한 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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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여 선반이 예비 전원과 적절한 냉각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의 쉘프 유형

다음 쉘프에서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E5724 컨트롤러 쉘프

• DE224C 드라이브 쉘프

다음 그림은 전원 공급 장치 2개(전원 팬 캐니스터)가 있는 E5724 컨트롤러 쉘프의 예를 보여줍니다. DE224C

드라이브 쉘프는 동일하지만 컨트롤러 캐니스터 대신 I/O 모듈(IOM)을 포함합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 아래에 전원 공급 장치(전원 팬 캐니스터) 2개가 있는 * (1) * _ 컨트롤러 쉘프

Replace power supply_ 항목은 E5700 또는 E2800 컨트롤러 쉘프에 연결될 수 있는 DE1600 또는 DE5600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장애가 발생한 전원 팬 캐니스터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 트레이
모델에 대한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DE1600 드라이브 트레이 또는 DE5600 드라이브 트레이의 전원 팬 캐니스터
교체".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요구 사항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되는 대체 전원 공급 장치(전원 팬 캐니스터)가 있어야 합니다.

• ESD 밴드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이 켜져 있고 호스트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전원 공급 장치(전원
팬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선반의 두 번째 전원 공급 장치(전원 팬 캐니스터)가 최적 상태입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 세부 정보 영역에 있는 제거할 수 있음 필드가* 예*로 표시되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쉘프의 두 번째 전원 공급 장치(전원 팬 캐니스터)가 최적의 상태가 아니거나 Recovery

Guru에서 전원 팬 캐니스터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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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캐니스터

각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는 전원 이중화를 위한 2개의 전원 캐니스터가 포함됩니다.

전원 캐니스터용 쉘프 유형

다음 선반의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E57760 컨트롤러 쉘프

• DE460C 드라이브 쉘프

_Replace power 캐니스터_항목은 컨트롤러 쉘프에 연결될 수 있는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장애가 발생한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은 두 개의 전원 캐니스터가 있는 DE460C 드라이브 쉘프의 후면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은 전원 캐니스터를 보여줍니다.

전원 캐니스터 교체 요구 사항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하려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 교체 전원 캐니스터는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됩니다.

• 하나의 전원 캐니스터가 설치되고 실행 중입니다.

• ESD 밴드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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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이 켜져 있고 호스트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선반의 다른 전원 캐니스터는 최적 상태입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전원 캐니스터는 두 팬에 전원을 공급하여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 세부 정보 영역에 있는 제거할 수 있음 필드가* 예*로 표시되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쉘프의 두 번째 전원 캐니스터가 최적의 상태가 아니거나 Recovery Guru에서 전원 캐니스터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팬 캐니스터

각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는 2개의 팬 캐니스터가 포함됩니다.

팬 캐니스터용 선반 유형

다음 선반의 팬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E57760 컨트롤러 쉘프

• DE460C 드라이브 쉘프

_Fan 캐니스터 교체_항목에서는 컨트롤러 쉘프에 연결될 수 있는 DE6600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장애가 발생한 팬
캐니스터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팬 캐니스터를 보여 줍니다.

다음 그림은 두 개의 팬 캐니스터가 있는 DE460C 쉘프의 후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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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가능한 장비 손상 * — 전원을 켠 상태로 팬 캐니스터를 교체할 경우, 장비 과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이내에 교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팬 캐니스터 교체 요구 사항

팬 캐니스터를 교체하려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되는 교체용 팬 캐니스터(팬)가 있습니다.

• 하나의 팬 캐니스터가 설치되고 실행 중입니다.

• ESD 밴드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전원을 켠 상태에서 이 절차를 수행할 경우 장비 과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이 켜져 있고 호스트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팬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선반의 두 번째 팬 캐니스터는 최적 상태입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 세부 정보 영역에 있는 제거할 수 있음 필드가* 예*로 표시되면 이
구성 요소를 제거해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선반의 두 번째 팬 캐니스터가 최적의 상태가 아니거나 Recovery Guru에서 팬 캐니스터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E5700 전원 공급 장치 교체(24 드라이브)

E5700 어레이의 전원 공급 장치는 다음과 같은 쉘프 유형을 포함하는 24 드라이브 쉘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E5724 컨트롤러 쉘프

• DE224C 드라이브 쉘프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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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4-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는 통합 팬을 포함하는 2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_power-fan canisters_라고 합니다. 전원 팬 캐니스터가 고장일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하여 선반이 예비 전원과 적절한 냉각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이 켜져 있고 호스트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쉘프의 두
번째 전원 공급 장치가 Optimal(최적) 상태이고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의 Details(상세 정보)

영역에서 [OK to remove(제거 확인)]* 필드가 [Yes(예)]로 표시되는 경우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5700 캐니스터 교체 요구사항".

•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을 선택하여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의 주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또는 내장형 팬에 장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쉘프의 두 전원 공급 장치에 모두 주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필요한 것

•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되는 대체 전원 공급 장치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준비

24-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할 준비를 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실패한 전원 공급 장치를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서 찾거나 쉘프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파워를 보십시오  팬  쉘프 * 드롭다운 목록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장애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 쉘프를 확인합니다.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하면 아이콘 중 하나 또는 두 개가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c. 빨간색 아이콘이 있는 쉘프를 찾은 경우 * Show back of shelf *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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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원 공급 장치를 선택합니다.

e. 전원 공급 장치* 및 팬 탭에서 전원 팬 캐니스터, 전원 공급 장치 및 팬의 상태를 보고 어떤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실패 * 상태의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합니다.

선반에 있는 두 번째 전원 공급 장치 캐니스터가 * Optimal * (최적 *) 상태가 아니면 결함이 있는
전원 공급 장치를 핫 스왑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술 지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3. 스토리지 어레이의 후면에서 주의 LED를 보고 분리해야 하는 전원 공급 장치를 찾습니다.

주의 LED가 켜져 있는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해야 합니다.

◦

전원 LED인 경우  가 * 녹색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 전원 공급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짐*, 전원 공급 장치 실패, AC 스위치 꺼짐, AC 전원 코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AC 전원 코드 입력
전압이 여백 내에 있지 않은 경우(AC 전원 코드의 소스 끝에 문제가 있음)

주의 LED인 경우  가 * 주황색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전원 공급 장치 또는 내장형 팬에 오류가 있습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하여 새 전원 공급 장치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새 전원 공급 장치의 포장을 풀고 드라이브 쉘프 근처의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고장난 전원 공급 장치를 반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2. 전원 공급 장치를 끄고 전원 케이블을 뽑습니다.

a. 전원 공급 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b. 전원 코드 고정 장치를 연 다음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c. 전원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3. 전원 공급 장치 캠 핸들의 래치를 누른 다음 캠 핸들을 열어 중간 평면에서 전원 공급 장치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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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캠 핸들을 사용하여 전원 공급 장치를 시스템 밖으로 밀어냅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할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무게를 지탱하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할 때 플랩이 제위치에 장착되어 빈 베이를 차단하므로 공기 흐름과 냉각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새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합니다

새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여 장애가 발생한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합니다.

단계

1. 새 전원 공급 장치의 켜기/끄기 스위치가 * 끄기 *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양손으로 전원 공급 장치의 가장자리를 시스템 섀시의 입구에 맞춘 다음 캠 핸들을 사용하여 전원 공급 장치를
섀시에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키 입력 방식이며 한 방향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시스템에 밀어 넣을 때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커넥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래치가 잠금 위치에 딸깍 소리를 내며 전원 공급 장치가 완전히 장착되도록 캠 핸들을 닫습니다.

4.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a. 전원 공급 장치와 전원에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합니다.

b. 전원 코드 고리를 사용하여 전원 공급 장치에 전원 코드를 고정합니다.

5. 새 전원 팬 캐니스터의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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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전원 공급 장치 교체 완료

새 전원 공급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정상 작동을 재개합니다.

단계

1. 새 전원 공급 장치에서 녹색 전원 LED가 켜져 있고 황색 주의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를 선택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전원 공급 장치 오류가 계속 보고되는 경우 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합니다 및 IN 3단계: 새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기술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4. 정전기 방지 장치를 제거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6.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다음 단계

전원 공급 장치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5700 전원 캐니스터 교체(60 드라이브)

E5700 어레이의 전원 공급 장치는 다음과 같은 쉘프 유형을 포함하는 60 드라이브 쉘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E5760 컨트롤러 쉘프

• DE460C 드라이브 쉘프

이 작업에 대해

각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는 전원 이중화를 위한 2개의 전원 캐니스터가 포함됩니다. 전원
캐니스터가 고장일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하여 쉘프에 중복 전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이 켜져 있고 호스트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셸프의 두
번째 전원 캐니스터가 최적 상태이고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 세부 정보 영역에 * 제거 확인 *

필드가 있는 경우 * 예 * 가 표시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전원 캐니스터는 두 팬에 전원을 공급하여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5700 캐니스터 교체 요구사항".

•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전원 캐니스터의 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는지, 이는 캐니스터에 결함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쉘프의 두 전원
캐니스터가 모두 주황색 주의 LED를 켠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641



필요한 것

• 하나의 전원 캐니스터가 설치되고 실행됩니다.

•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되는 대체 전원 캐니스터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전원 캐니스터 교체 준비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캐니스터 교체 준비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실패한 전원 캐니스터를 확인합니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파워를 보십시오  아이콘을 * Shelf * 드롭다운 목록의 오른쪽에 클릭하여 장애 전원 캐니스터가 있는 쉘프를
확인합니다.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아이콘은 빨간색입니다.

c. 빨간색 아이콘이 있는 쉘프를 찾은 경우 * Show back of shelf * 를 선택합니다.

d. 전원 캐니스터 또는 빨간색 전원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 전원 공급 장치 * 탭에서 전원 캐니스터의 상태를 확인하여 어떤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실패 * 상태의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합니다.

선반에 있는 두 번째 전원 캐니스터가 * Optimal * (최적 *) 상태가 아니면 결함이 있는 전원
캐니스터를 핫 스왑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술 지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또는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한 전원 캐니스터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쉘프에 대해 표시된 정보를 검토하거나 지원 아래에서 이벤트 로그를 검토하고 구성 요소 유형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3. 스토리지 배열의 후면에서 주의 LED를 보고 분리해야 할 전원 캐니스터를 찾습니다.

주의 LED가 켜진 전원 캐니스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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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전원 LED _. 녹색 * 이 켜져 있으면 전원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꺼짐*, 전원 캐니스터 고장,

AC 스위치 꺼짐, AC 전원 코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AC 전원 코드 입력 전압이 여백 내에 있지 않은
경우(AC 전원 코드의 소스 끝에 문제가 있음)

◦ (2) * _주의 LED _. 호박색으로 켜져 있으면 *, 전원 캐니스터에 결함이 있거나 이 전원 캐니스터에 입력 전원이
공급되지 않지만 다른 전원 캐니스터는 작동 중입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전원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결함이 있는 전원 캐니스터를 제거하여 새 캐니스터로 교체합니다.

단계

1. 정전기 방지 보호 장치를 놓습니다.

2. 새 전원 캐니스터의 포장을 풀고 선반 근처의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결함이 있는 전원 캐니스터를 반환할 때 사용할 모든 포장재를 보관합니다.

3. 분리할 전원 캐니스터의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4. 분리할 전원 캐니스터의 전원 코드 고정대를 연 다음 전원 캐니스터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5. 전원 캐니스터 캠 핸들의 주황색 래치를 누른 다음 캠 핸들을 열어 중간 평면에서 전원 캐니스터를 완전히
해제합니다.

6. 캠 핸들을 사용하여 전원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파워 캐니스터를 분리할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무게를 지탱하십시오.

3단계: 새 전원 캐니스터를 장착하십시오

새 전원 캐니스터를 장착하여 결함이 있는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단계

1. 새 전원 캐니스터의 On/Off 스위치가 Off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양손으로 전원 캐니스터의 모서리를 지지하고 시스템 섀시의 입구에 맞춘 다음 캠 핸들을 사용하여 제자리에 잠길
때까지 전원 캐니스터를 섀시에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643



전원 캐니스터를 시스템에 밀어 넣을 때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커넥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래치가 잠금 위치에 딸깍 소리를 내며 전원 캐니스터가 완전히 장착되도록 캠 핸들을 닫습니다.

4. 전원 코드를 전원 캐니스터에 다시 연결하고 전원 코드 리테이너를 사용하여 전원 코드를 전원 캐니스터에
고정합니다.

5. 새 전원 캐니스터의 전원을 켭니다.

4단계: 전체 전원 캐니스터 교체

새 전원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상 작동을 재개합니다.

단계

1. 새 전원 캐니스터에서 녹색 전원 LED가 켜져 있고 황색 주의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를 선택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결함이 있는 전원 캐니스터가 여전히 보고되면 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전원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및 IN 3단계: 새 전원 캐니스터를 장착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기술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4. 정전기 방지 장치를 제거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6.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다음 단계

파워 캐니스터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5700 팬 캐니스터 교체(60 드라이브)

E5700 어레이의 팬 캐니스터는 다음과 같은 쉘프 유형을 포함하는 60-드라이브 쉘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E5760 컨트롤러 쉘프

• DE460C 드라이브 쉘프

이 작업에 대해

각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에는 2개의 팬 캐니스터가 포함됩니다. 팬 캐니스터가 고장일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하여 선반이 충분히 냉각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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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가능한 장비 손상 * — 전원을 켠 상태에서 이 절차를 수행할 경우 장비 과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5700 캐니스터 교체 요구사항".

•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을 먼저 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 팬 캐니스터의 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고 팬에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쉘프의 두 팬 캐니스터에
모두 주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필요한 것

•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모델에서 지원되는 교체용 팬 캐니스터(팬)입니다.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팬 캐니스터 교체 준비

60-드라이브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의 팬 캐니스터 교체 준비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어떤 팬 캐니스터가 고장났는지 확인합니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팬을 살펴봅니다  아이콘을 * Shelf * 드롭다운 목록의 오른쪽에 클릭하여 장애 발생 팬 캐니스터가 있는
쉘프를 확인합니다.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아이콘은 빨간색입니다.

c. 빨간색 아이콘이 있는 쉘프를 찾은 경우 * Show back of shelf * 를 선택합니다.

d. 팬 캐니스터 또는 빨간색 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 Fans* 탭에서 팬 캐니스터의 상태를 확인하여 어떤 팬 캐니스터를 교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실패 * 상태의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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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에 있는 두 번째 팬 캐니스터가 * Optimal * (최적 *) 상태가 아니면 고장난 팬 캐니스터를 핫
스왑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술 지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Recovery Guru의 세부 정보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한 팬 캐니스터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지원 아래에서
이벤트 로그를 검토하고 구성 요소 유형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3. 스토리지 배열의 후면에서, 분리해야 하는 팬 캐니스터를 찾기 위해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주의 LED가 켜진 팬 캐니스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 (1) * _주의 LED _. 이 LED가 * 주황색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팬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새 팬 캐니스터를 설치합니다

고장난 팬 캐니스터를 제거하여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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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배열의 전원을 끄지 않은 경우, 시스템이 과열되지 않도록 30분 이내에 팬 캐니스터를 분리 및
교체합니다.

단계

1. 새 팬 캐니스터의 포장을 풀고 선반 근처의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고장난 팬을 반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2. 주황색 탭을 눌러 팬 캐니스터 핸들을 해제합니다.

(*(1) * _ 탭을 눌러 팬 캐니스터 핸들을 해제합니다. _

3. 팬 캐니스터 핸들을 사용하여 선반에서 팬 캐니스터를 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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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손잡이를 사용하여 팬 캐니스터를 빼냅니다. _

4. 교체용 팬 캐니스터를 선반으로 밀어 넣은 다음 주황색 탭이 걸릴 때까지 팬 캐니스터 핸들을 움직입니다.

3단계: 팬 캐니스터 교체 완료

새 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상 작동을 재개합니다.

단계

1. 새 팬 캐니스터의 황색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팬 캐니스터를 교체한 후 펌웨어가 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동안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호박색으로 켜져 있음). 이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LED가 꺼집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 Recheck * 를 선택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결함이 있는 팬 캐니스터가 여전히 보고되고 있는 경우 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2단계: 장애가 발생한 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새 팬 캐니스터를 설치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기술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4. 정전기 방지 장치를 제거합니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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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6.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다음 단계

팬 캐니스터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E5700 드라이브 교체 요구사항

드라이브를 교체하기 전에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쉘프 유형

24-드라이브 쉘프, 60-드라이브 쉘프 또는 드라이브 드로어에서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24-드라이브 쉘프

그림에서는 각 쉘프 유형에서 드라이브 번호가 지정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쉘프의 전면 베젤 또는 엔드 캡이 탈거됨).

E57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DE224C 드라이브 쉘프 * 에서 드라이브 번호 매기기

E55724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DE5600 24 드라이브 트레이 또는 DE6600 60 드라이브 트레이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SAS-2 기존 확장 드라이브 트레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 트레이
중 하나에서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방법은 를 참조하십시오 "E2660, E2760, E5460, E5560 또는
E5660 드라이브 트레이의 드라이브 교체" 및 "E2600, E2700, E5400, E5500, E5600 12-드라이브
또는 24-드라이브 트레이의 드라이브 교체".

60-드라이브 쉘프

E5560 컨트롤러 쉘프와 DE460C 드라이브 쉘프는 각각 12개의 드라이브 슬롯이 포함된 5개의 드라이브 드로서로
구성됩니다. 드라이브 드로어 1은 상단에 있고 드라이브 드로어 5는 하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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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560 컨트롤러 쉘프 드로어 및 DE460C 드라이브 쉘프 드로어의 경우, 쉘프 내의 각 드라이브 서랍에서 드라이브
번호가 0에서 11로 지정됩니다.

E5560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DE1600 12 드라이브 트레이, DE5600 24 드라이브 트레이 또는 DE6600

60 드라이브 트레이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SAS-2 기존 확장 드라이브 트레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 트레이 중 하나에서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방법은 를 참조하십시오 "E2660, E2760,

E5460, E5560 또는 E5660 드라이브 트레이의 드라이브 교체" 및 "E2600, E2700, E5400, E5500,

E5600 12-드라이브 또는 24-드라이브 트레이의 드라이브 교체".

드라이브 드로어

E5560 컨트롤러 쉘프 및 DE460C 드라이브 쉘프의 드라이브 서랍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60-드라이브 쉘프에는
각각 5개의 드라이브 서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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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드로어 각각은 최대 12개의 드라이브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취급 요구 사항

스토리지 배열의 드라이브는 충격에 약합니다. 부적절한 드라이브 취급은 드라이브 고장의 주요
원인입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드라이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규칙을 따르십시오.

• 정전기 방전(ESD) 방지:

◦ 설치할 준비가 될 때까지 드라이브를 ESD 백에 보관하십시오.

◦ ESD 백에 금속 공구나 칼날을 넣지 마십시오.

ESD 가방을 손으로 열거나 가위로 잘라냅니다.

◦ 나중에 드라이브를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ESD 가방과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 보관 인클로저 섀시의 도색되지 않은 표면에 접지된 ESD 손목 접지대를 항상 착용하십시오.

손목 스트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드라이브를 다루기 전에 저장 장치 인클로저 섀시의 색칠되지 않은 표면을
만지십시오.

• 드라이브를 주의하여 다루십시오.

◦ 드라이브를 분리, 설치 또는 운반할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십시오.

◦ 드라이브를 선반에 강제로 밀어 넣은 후 부드럽고 단단한 압력을 사용하여 드라이브 래치를 완전히 결합하지
마십시오.

◦ 쿠션이 있는 표면에 드라이브를 놓고 드라이브를 서로 쌓지 마십시오.

◦ 다른 표면에 드라이브를 부딪히지 마십시오.

◦ 드라이브를 쉘프에서 제거하기 전에 핸들을 풀고 드라이브가 회전할 때까지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 드라이브를 배송할 때는 항상 승인된 포장재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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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회피:

◦ 드라이브를 자기 장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자기장은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드라이브 회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5700(24 드라이브 쉘프) 드라이브 교체

24-드라이브 쉘프의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드라이브를 모니터링하여 드라이브 오류가 임박한
경우 또는 실제 드라이브 장애를 알려줍니다.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면 황색 주의 LED가 켜집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I/O를 수신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핫 스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에서 드라이브 취급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E5700 드라이브 교체 요구사항".

필요한 것

• NetApp에서 지원하는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대체 드라이브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드라이브 교체 준비(24 드라이브)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를 확인하고 필수 단계를 완료하여 드라이브를 교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계

1. SANtricity System Manager의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아직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Recovery Guru의 지침에 따라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2.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적합한 교체 드라이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쉘프 그래픽에서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c. 드라이브를 클릭하여 상황에 맞는 메뉴를 표시한 다음 * 설정 보기 * 를 선택합니다.

d. 교체 드라이브의 용량이 교체 중인 드라이브와 같거나 큰지, 예상 기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SSD(Solid State Drive)로 교체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 드라이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 내의 드라이브를 찾습니다. 드라이브 컨텍스트
메뉴에서 * 로케이터 표시등 켜기 * 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주의 LED(주황색)가 깜박여 교체할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젤이 있는 쉘프에 드라이브를 장착하는 경우 드라이브 LED를 보려면 베젤을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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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제거(24 드라이브)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하여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단계

1. 교체용 드라이브의 포장을 풀고 선반 근처의 평평한 정전기 방지 표면에 놓습니다.

포장재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2.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의 분리 단추를 누릅니다.

◦ E5524 컨트롤러 쉘프 또는 DE224C 드라이브 쉘프의 경우, 분리 단추는 드라이브 위쪽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프링의 캠 핸들이 부분적으로 열리고 드라이브가 미드플레인에서 해제됩니다.

3. 캠 핸들을 열고 드라이브를 살짝 밀어 꺼냅니다.

4.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5. 양손을 사용하여 선반에서 드라이브를 분리합니다.

6. 드라이브를 자기 들판 반대쪽으로 정전기 방지 쿠션 처리된 표면에 놓습니다.

7. 소프트웨어가 드라이브가 제거되었음을 인식할 때까지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활성 드라이브를 실수로 분리한 경우 30초 이상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복구 절차는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3단계: 새 드라이브 설치(24 드라이브)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교체하기 위해 새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교체용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과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계

1. 캠 핸들을 엽니다.

2. 두 손으로 교체용 드라이브를 열린 베이에 삽입하고 드라이브가 멈출 때까지 힘껏 밉니다.

3. 드라이브가 미드플레인에 완전히 장착되고 손잡이가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캠 핸들을 천천히
닫습니다.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삽입되면 드라이브의 녹색 LED가 켜집니다.

구성에 따라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새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쉘프에서 핫 스페어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핫 스페어에서 전체 재구성을 수행해야 데이터를 교체한
드라이브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구성 프로세스는 이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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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전체 드라이브 교체(24 드라이브)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교체한 드라이브의 전원 LED 및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드라이브를 처음 삽입할 때 주의 LED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 이내에 LED가 꺼집니다.

◦ 전원 LED가 켜져 있거나 깜박이고 주의 LED가 꺼져 있습니다.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전원 LED가 꺼져 있음: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드라이브를 분리하고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 주의 LED가 켜짐: 새 드라이브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여전히 문제가 나타나면 * Recheck * 를 선택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재구성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표시되면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재구성을
시작합니다.

기술 지원 부서 또는 Recovery Guru에서 지시한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교체한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c. 드라이브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reconstruct * 를 선택합니다.

d. 이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드라이브 재구성이 완료되면 볼륨 그룹이 Optimal(최적) 상태에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베젤을 다시 설치합니다.

5.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다음 단계

드라이브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5700(60-드라이브 쉘프) 드라이브 교체

60-드라이브 쉘프의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드라이브를 모니터링하여 드라이브 오류가 임박한
경우 또는 실제 드라이브 장애를 알려줍니다.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면 황색 주의 LED가 켜집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I/O 작업을 수신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핫 스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DCM 및 DCM2 드라이브 쉘프에 적용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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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드라이브 취급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E5700 드라이브 교체 요구사항".

필요한 것

• NetApp에서 지원하는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대체 드라이브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드라이브 교체 준비(60 드라이브)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를 확인하고 필수 단계를 완료하여 60-드라이브 쉘프의 드라이브를 교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계

1. SANtricity System Manager의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아직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Recovery Guru의 지침에 따라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2.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적합한 교체 드라이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쉘프 그래픽에서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c. 드라이브를 클릭하여 상황에 맞는 메뉴를 표시한 다음 * 설정 보기 * 를 선택합니다.

d. 교체 드라이브의 용량이 교체 중인 드라이브와 같거나 큰지, 예상 기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SSD(Solid State Disk)로 교체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 드라이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필요한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 내의 드라이브를 찾습니다.

a. 쉘프에 베젤이 있는 경우 LED가 보일 수 있도록 베젤을 분리합니다.

b. 드라이브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로케이터 조명 켜기 * 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드로어의 주의 LED(주황색)가 깜박여 올바른 드라이브 드로어를 열고 교체할 드라이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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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주의 LED _

c. 양쪽 레버를 당겨 드라이브 드로어의 래치를 풉니다.

d. 확장 레버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서랍이 멈출 때까지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e. 드라이브 드로어의 상단을 보고 각 드라이브 전면에 있는 주의 LED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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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상단의 드라이브에 대한 * (1) * _주의 LED 표시등이 켜집니다 _

드라이브 드로어 주의 LED는 각 드라이브 전면의 왼쪽에 있으며 드라이브 핸들의 LED 바로 뒤에 주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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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주의 아이콘 _

▪ (2) * _주의 LED _

2단계: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제거(60 드라이브)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하여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단계

1. 교체용 드라이브의 포장을 풀고 선반 근처의 평평한 정전기 방지 표면에 놓습니다.

다음 번에 드라이브를 다시 보내야 할 경우 포장재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2. 드라이브 드로어의 양쪽을 향해 당겨 해당 드라이브 드로어의 중앙에서 드라이브 드로어 레버를 분리합니다.

3. 확장 드라이브 드로어 레버를 조심스럽게 당겨 드라이브 드로어를 엔클로저에서 분리하지 않고 완전히 꺼냅니다.

4. 분리할 드라이브 앞에 있는 주황색 분리 래치를 부드럽게 뒤로 당깁니다.

구동 스프링의 캠 핸들이 부분적으로 열리고 드로어에서 드라이브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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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주황색 분리 래치 _

5. 캠 핸들을 열고 드라이브를 약간 들어 올립니다.

6.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7. 캠 핸들을 사용하여 드라이브를 선반에서 들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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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드라이브를 자기 들판 반대쪽으로 정전기 방지 쿠션 처리된 표면에 놓습니다.

9. 소프트웨어가 드라이브가 제거되었음을 인식할 때까지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활성 드라이브를 실수로 분리한 경우 30초 이상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복구 절차는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3단계: 새 드라이브 설치(60 드라이브)

새 드라이브를 설치하여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교체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드라이브 드로어를 인클로저에 다시 밀어넣을 때 드로어를 닫지
마십시오. 드로어가 흔들리거나 스토리지 어레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드로어를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단계

1. 새 드라이브의 캠 핸들을 수직으로 올립니다.

2. 드라이브 캐리어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돌출된 단추를 드라이브 드로어의 드라이브 채널에서 일치하는 틈에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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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캐리어 오른쪽의 * (1) * _Raised 버튼

3. 드라이브를 수직으로 내린 다음 드라이브가 주황색 분리 래치 아래에 고정될 때까지 캠 핸들을 아래로 돌립니다.

4. 드라이브 드로어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드로어가 흔들리거나 스토리지 어레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드로어를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5. 양쪽 레버를 중앙으로 밀어 드라이브 드로어를 닫습니다.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삽입되면 드라이브 드로어 전면의 교체된 드라이브에 대한 녹색 작동 LED가 켜집니다.

구성에 따라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새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쉘프에서 핫 스페어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핫 스페어에서 전체 재구성을 수행해야 데이터를 교체한 드라이브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구성 프로세스는 이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4단계: 전체 드라이브 교체(60 드라이브)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교체한 드라이브의 전원 LED 및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드라이브를 처음 삽입할 때 주의 LED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 이내에 LED가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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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LED가 켜져 있거나 깜박이고 주의 LED가 꺼져 있습니다. 새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전원 LED가 꺼져 있음: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드라이브를 분리하고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 다시 설치합니다.

◦ 주의 LED가 켜짐: 새 드라이브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새 드라이브로 교체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Recovery Guru에서 여전히 문제가 나타나면 * Recheck * 를 선택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Recovery Guru에서 드라이브 재구성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표시되면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재구성을
시작합니다.

기술 지원 부서 또는 Recovery Guru에서 지시한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a.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교체한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c. 드라이브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 reconstruct * 를 선택합니다.

d. 이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드라이브 재구성이 완료되면 볼륨 그룹이 Optimal(최적) 상태에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베젤을 다시 설치합니다.

5.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다음 단계

드라이브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5700 드라이브 드로어(60 드라이브) 교체

E5700 어레이에서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E57760 컨트롤러 쉘프 또는 DE460C 드라이브 쉘프에서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하는 단계는 드로어의
볼륨이 드로어 손실 보호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드라이브 드로어의 모든 볼륨이 디스크 풀 또는 드로어
손실 보호가 있는 볼륨 그룹에 있는 경우 이 절차를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하기 전에 모든 호스트 I/O 활동을 중지하고 쉘프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에서 드라이브 취급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E5700 드라이브 교체 요구사항".

• 드라이브 쉘프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드라이브 쉘프의 온도가 초과될 수 없습니다.

◦ 두 팬 모두 설치되어 있고 Optimal(최적) 상태여야 합니다.

◦ 모든 드라이브 쉘프 구성 요소가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 드라이브 드로어의 볼륨은 성능 저하 상태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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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볼륨이 이미 성능 저하 상태에 있고 드라이브 드로어에서 드라이브를
제거하면 볼륨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NetApp에서 지원하는 컨트롤러 쉘프 또는 드라이브 쉘프 대체 드라이브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손전등.

• 드로어에서 드라이브를 분리할 때 각 드라이브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영구 마커입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의 CLI(Command Line Interface)에 대한 액세스 CLI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용(버전 11.60 이상) * — System Manager에서 CLI 패키지(zip 파일)를
다운로드합니다. 설정 [시스템 > 추가 기능 > 명령줄 인터페이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DOS C:

프롬프트와 같은 운영 체제 프롬프트에서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SANtricity 스토리지 관리자/EMW(엔터프라이즈 관리 창) * — 빠른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EMW에서 도구 [스크립트 실행] 메뉴를 선택하여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드라이브 드로어(60 드라이브) 교체 준비

드라이브 쉘프가 온라인 상태일 때 교체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호스트 I/O 활동을 중지하고 전원이 켜진 쉘프의
전원을 꺼야 하는지 확인하여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할 준비를 하십시오. 서랍 손실 방지 기능이 있는 선반에 서랍을
교체하는 경우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고 선반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

1.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CLI 명령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 이동합니다 2단계: 케이블 체인을 제거합니다.

◦ 전원이 켜져 있으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2. 명령줄에 다음 명령을 입력하고 * Enter * 를 누릅니다.

SMcli <ctlr_IP1\> -p "array_password" -c "set tray [trayID] drawer

[drawerID]

serviceAllowedIndicator=on;"

여기서,

◦ '<ctlr_IP1>'은(는) 컨트롤러의 식별자입니다.

◦ array_password는 스토리지 배열의 암호입니다. array_password 값은 큰따옴표(" ")로 묶어야 합니다.

◦ '[트레이 ID]'는 교체할 드라이브 드로어가 포함된 드라이브 쉘프의 식별자입니다. 드라이브 쉘프 ID 값은
0~99입니다. 트레이 ID 값은 대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 '[drawerID]'는 교체하려는 드라이브 드로어의 식별자입니다. 문서함 ID 값은 1(상단 드로어) ~ 5(하단 드로어
)입니다. drawerID 값은 대괄호로 묶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드라이브 쉘프 10에서 최상위 문서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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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li <ctlr_IP1\> -p "safety-1" -c "set tray [10] drawer [1]

serviceAllowedIndicator=forceOnWarning;"

3. 다음과 같이 호스트 입출력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명령이 성공하면 호스트 입출력 작업을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로어의 모든 드라이브는 드로어 손실 방지
기능이 있는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있습니다. 로 이동합니다 2단계: 케이블 체인을 제거합니다.

* 드라이브 손상 가능성 * — 명령이 완료된 후 30초 후에 드라이브 드로어를 여십시오. 30초
동안 기다리면 드라이브가 스핀다운되어 하드웨어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 명령을 완료할 수 없다는 경고가 표시되면 드로어를 제거하기 전에 호스트 I/O 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드로어에 있는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가 드로어 손실 방지 기능이 없는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있기
때문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려면 호스트 I/O 활동을 중지하고 드라이브 쉘프 및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끄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스토리지 배열이 미러링 관계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모든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스토리지 배열에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6.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라이브에 캐시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 각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캐시 활성 LED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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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8.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9. 다음과 같이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 _선반 * 에 있는 서랍을 * 서랍 손실 방지 _ 로 교체하는 경우:

쉘프의 전원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세트 드로어 서비스 작업 허용 표시기' CLI 명령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므로 드라이브 드로어가 온라인 상태인
동안 교체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_ * 컨트롤러 * 쉘프 * 에서 * 서랍 손실 방지 기능이 없는 서랍을 교체하는 경우 _:

i.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ii. 컨트롤러 쉘프의 모든 LED가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 * 확장 * 드라이브 선반 * 에서 * 서랍 손실 방지 없이 드로어를 교체하는 경우:

i.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ii. 컨트롤러 쉘프의 모든 LED가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iii. 드라이브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iv. 드라이브 작동이 중지될 때까지 2분간 기다리십시오.

2단계: 케이블 체인을 제거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드로어를 분리 및 교체할 수 있도록 두 케이블 체인을 모두 제거합니다. 왼쪽 및 오른쪽 케이블
체인을 사용하면 서랍을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드라이브 서랍에는 왼쪽 및 오른쪽 케이블 체인이 있습니다. 케이블 체인의 금속 끝은 다음과 같이 엔클로저 내부의
해당 수직 및 수평 가이드 레일로 밀어 넣습니다.

• 왼쪽과 오른쪽 수직 가이드 레일은 케이블 체인을 인클로저의 중앙판에 연결합니다.

• 왼쪽 및 오른쪽 수평 가이드 레일은 케이블 체인을 개별 드로어에 연결합니다.

* 하드웨어 손상 가능성 * — 드라이브 트레이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케이블 체인은 양쪽 끝이
연결되지 않을 때까지 통전됩니다. 장비 단락을 방지하려면 케이블 체인의 다른 쪽 끝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 케이블 체인 커넥터가 금속 섀시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단계

1. 호스트 I/O 작업이 중지되었고 드라이브 쉘프 또는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거나 'Set Drawer

Attention Indicator' CLI 명령을 실행합니다.

2. 드라이브 쉘프 후면에서 오른쪽 팬 캐니스터를 분리합니다.

a. 주황색 탭을 눌러 팬 캐니스터 핸들을 해제합니다.

그림은 왼쪽에 있는 주황색 탭에서 확장 및 해제된 팬 캐니스터의 핸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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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팬 캐니스터 핸들 _

b. 손잡이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트레이에서 팬 캐니스터를 꺼내고 한쪽에 둡니다.

c. 용지함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왼쪽 팬이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지 확인합니다.

* 과열으로 인한 장비 손상 * — 트레이가 켜져 있는 경우 두 팬을 동시에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3. 분리할 케이블 체인을 확인합니다.

◦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드로어 전면의 주황색 주의 LED는 분리해야 하는 케이블 체인을 나타냅니다.

◦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분리할 5개의 케이블 체인 중 어떤 것을 수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림에서는 팬
캐니스터가 분리된 상태로 드라이브 쉘프의 오른쪽을 보여줍니다. 팬 캐니스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각 드로어에
대해 5개의 케이블 체인과 수직 및 수평 커넥터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케이블 체인은 드라이브 서랍 1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단 케이블 체인은 드라이브 서랍 5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드로어 1에 대한 설명선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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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수직 커넥터(미드플레인에 연결됨) _

▪ (2) * _ 케이블 체인 _

▪ (3) * _ 수평 커넥터(드로어에 연결됨) _

4.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손가락을 사용하여 케이블 체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5. 해당 수직 가이드 레일에서 오른쪽 케이블 체인을 분리합니다.

a. 손전등을 사용하여 인클로저의 수직 가이드 레일에 연결된 케이블 체인 끝에 있는 주황색 링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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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세로 가이드 레일의 주황색 링 _

▪ (2) * _ 케이블 체인, 부분적으로 제거됨 _

b. 케이블 체인의 래치를 해제하려면 손가락을 주황색 링에 넣고 시스템 중앙을 향해 누릅니다.

c. 케이블 체인을 분리하려면 손가락으로 약 2.5cm(1인치) 정도 조심스럽게 당깁니다. 케이블 체인 커넥터는 수직
가이드 레일 안에 둡니다. (드라이브 트레이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케이블 체인 커넥터가 금속 섀시에 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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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십시오.)

6. 케이블 체인의 다른 쪽 끝을 분리합니다.

a. 손전등을 사용하여 인클로저의 수평 가이드 레일에 부착된 케이블 체인 끝에 있는 주황색 링을 찾습니다.

그림은 오른쪽의 수평 커넥터와 케이블 체인이 분리되고 부분적으로 왼쪽에서 당겨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 (1) * _ 수평 가이드 레일의 주황색 링 _

▪ (2) * _ 케이블 체인, 부분적으로 제거됨 _

b. 케이블 체인의 래치를 해제하려면 손가락을 주황색 링에 부드럽게 넣고 아래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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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수평 가이드 레일의 주황색 링을 보여줍니다(위 그림의 항목 1 참조). 아래로 밀어 나머지 케이블
체인을 엔클로저에서 당겨 빼낼 수 있습니다.

c. 손가락을 몸 쪽으로 당겨 케이블 체인을 뽑습니다.

7. 드라이브 쉘프에서 전체 케이블 체인을 조심스럽게 당깁니다.

8. 우측 팬 캐니스터를 교환한다.

a. 팬 캐니스터를 끝까지 선반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b. 주황색 탭이 걸릴 때까지 팬 캐니스터 핸들을 이동합니다.

c. 드라이브 쉘프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팬 후면의 황색 주의 LED가 켜지지 않고 팬 뒷면에서 공기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팬을 재설치한 후 LED가 1분 동안 켜진 상태로 유지되지만 두 팬 모두 올바른 속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으면 팬이 작동하지 않고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9. 드라이브 쉘프 후면에서 왼쪽 팬 캐니스터를 분리합니다.

10. 드라이브 쉘프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올바른 팬이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과열으로 인한 장비 손상 * — 선반이 켜져 있는 경우 두 팬을 동시에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11. 왼쪽 케이블 체인을 수직 가이드 레일에서 분리합니다.

a. 손전등을 사용하여 수직 가이드 레일에 부착된 케이블 체인 끝에 있는 주황색 링을 찾습니다.

b. 케이블 체인의 래치를 해제하려면 손가락을 주황색 링에 삽입합니다.

c. 케이블 체인을 분리하려면 약 2.5cm(1인치) 정도 사용자 쪽으로 당깁니다. 케이블 체인 커넥터는 수직 가이드
레일 안에 둡니다.

* 하드웨어 손상 가능성 * — 드라이브 트레이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케이블 체인은 양쪽 끝이
연결되지 않을 때까지 통전됩니다. 장비 단락을 방지하려면 케이블 체인의 다른 쪽 끝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 케이블 체인 커넥터가 금속 섀시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12. 수평 가이드 레일에서 왼쪽 케이블 체인을 분리하고, 전체 케이블 체인을 드라이브 쉘프 밖으로 당깁니다.

전원을 켠 상태에서 이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황색 주의 LED를 포함하여 마지막 케이블 체인 커넥터를 분리하면
모든 LED가 꺼집니다.

13. 좌측 팬 캐니스터를 교환한다. 드라이브 쉘프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팬 후면의 주황색 LED가 켜지지 않고 팬
뒷면에서 공기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팬을 재설치한 후 LED가 1분 동안 켜진 상태로 유지되지만 두 팬 모두 올바른 속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3단계: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드로어(60 드라이브) 제거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드로어를 제거하여 새 드로어로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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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자기장을 사용하면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가 파괴되고 드라이브
회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손실 및 드라이브 손상을 방지하려면
드라이브가 항상 자기 장치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단계

1. 다음을 확인합니다.

◦ 오른쪽 및 왼쪽 케이블 체인은 드라이브 드로어에서 제거됩니다.

◦ 오른쪽 및 왼쪽 팬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2. 드라이브 쉘프 전면에서 베젤을 분리합니다.

3. 양쪽 레버를 당겨 드라이브 드로어의 래치를 풉니다.

4. 확장 레버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서랍이 멈출 때까지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드라이브 쉘프에서 드라이브 드로어를
완전히 제거하지 마십시오.

5. 볼륨이 이미 생성되어 할당된 경우 영구 마커를 사용하여 각 드라이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도면을 참조로 사용하여 각 드라이브 상단에 적절한 슬롯 번호를 기록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각 드라이브를 제거하기 전에 정확한 위치를 기록해 두십시오.

6. 드라이브 드로어에서 드라이브를 분리합니다.

a. 각 드라이브의 중앙 전면에 보이는 주황색 분리 래치를 부드럽게 뒤로 당깁니다.

b. 드라이브 핸들을 수직으로 올립니다.

c. 핸들을 사용하여 드라이브 드로어에서 드라이브를 들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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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드라이브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 위에 놓고 자기 장치와 떨어진 곳에 놓습니다.

7. 드라이브 드로어를 분리합니다.

a. 드라이브 드로어의 양쪽에 있는 플라스틱 분리 레버를 찾습니다.

▪ (1) * _드라이브 드로어 분리 레버 _

b. 래치를 사용자 쪽으로 당겨 두 분리 레버를 모두 분리합니다.

c. 두 분리 레버를 모두 잡은 상태에서 드라이브 드로어를 사용자 쪽으로 당깁니다.

d. 드라이브 쉘프에서 드라이브 드로어를 제거합니다.

4단계: 새 드라이브 드로어 설치(60 드라이브)

새 드라이브 드로어를 설치하여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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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각 드라이브를 설치할 위치를 확인합니다.

2. 드라이브 선반의 전면에서 손전등을 빈 서랍 슬롯에 비추고 해당 슬롯의 잠금 해제 텀블러를 찾습니다.

잠금 텀블러 어셈블리는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드라이브 드로어를 열 수 없도록 하는 안전 기능입니다.

◦ (1) * _락아웃 텀블러 _

◦ (2) * _문서함 가이드 _

3. 교체용 드라이브 드로어를 빈 슬롯 앞에 놓고 가운데 약간 오른쪽으로 배치합니다.

서랍을 가운데 약간 오른쪽에 배치하면 잠금 장치 텀블러와 서랍 가이드가 올바르게 맞물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드라이브 드로어를 슬롯에 밀어 넣고 드로어 가이드가 락아웃 텀블러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장비 손상 위험 * — 서랍 가이드가 락아웃 텀블러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으면 손상이 발생합니다.

5. 래치가 완전히 맞물릴 때까지 드라이브 드로어를 조심스럽게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드로어를 처음 닫을 때 높은 수준의 저항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 장비 손상 위험 * — 바인딩 시 드라이브 드로어를 미는 것을 중지하십시오. 드로어 전면의 분리
레버를 사용하여 드로어를 뒤로 밉니다. 그런 다음 드로어를 슬롯에 다시 넣고 텀블러가 레일 위에
있고 레일이 올바르게 정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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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케이블 체인 부착

드라이브 드로어에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케이블 체인을 연결하십시오.

케이블 체인을 연결할 때는 케이블 체인을 분리할 때 사용한 역순으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체인의 수직 커넥터를
인클로저의 수직 가이드 레일에 삽입하기 전에 체인의 수평 커넥터를 인클로저의 수평 가이드 레일에 삽입해야 합니다.

단계

1. 다음을 확인합니다.

◦ 새 드라이브 드로어를 설치하는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 왼쪽 및 오른쪽으로 표시된 교체용 케이블 체인 2개가 있습니다(드라이브 드로어 옆의 수평 커넥터에 있음).

2. 드라이브 쉘프 후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팬 캐니스터를 분리하여 한쪽에 둡니다.

3. 선반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왼쪽 팬이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지 확인합니다.

* 과열으로 인한 장비 손상 * — 선반이 켜져 있는 경우 두 팬을 동시에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4. 올바른 케이블 체인을 연결하십시오.

a. 오른쪽 케이블 체인에서 수평 및 수직 커넥터를 찾은 후 엔클로저 내부의 해당 수평 가이드 레일과 수직 가이드
레일을 찾습니다.

b. 두 케이블 체인 커넥터를 해당 가이드 레일에 맞춥니다.

c. 케이블 체인의 수평 커넥터를 수평 가이드 레일에 밀어 넣고 가능한 한 멀리 밀어 넣습니다.

* 장비 오작동 위험 * — 커넥터를 가이드 레일에 밀어 넣으십시오. 커넥터가 가이드 레일 상단에
있으면 시스템이 실행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엔클로저의 두 번째 드라이브 드로어의 수평 및 수직 가이드 레일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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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수평 가이드 레일 _

▪ (2) * _ 수직 가이드 레일 _

d. 오른쪽 케이블 체인의 수직 커넥터를 수직 가이드 레일에 밀어 넣습니다.

e. 케이블 체인의 양쪽 끝을 다시 연결한 후 케이블 체인을 조심스럽게 당겨 두 커넥터가 모두 래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장비 오작동 위험 * — 커넥터가 래치되지 않은 경우 드로어 작동 중에 케이블 체인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5. 오른쪽 팬 캐니스터를 재설치합니다. 드라이브 쉘프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팬 후면의 주황색 LED가 꺼져 있고
공기가 뒤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팬을 재설치한 후 팬이 올바른 속도로 회전하는 동안 LED가 1분 동안 계속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6. 드라이브 쉘프 후면에서 쉘프 왼쪽에 있는 팬 캐니스터를 분리합니다.

7. 선반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올바른 팬이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과열으로 인한 장비 손상 * — 선반이 켜져 있는 경우 두 팬을 동시에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8. 왼쪽 케이블 체인을 다시 연결합니다.

a. 케이블 체인에서 수평 및 수직 커넥터를 찾고 해당 수평 및 수직 가이드 레일은 엔클로저 내부에 배치합니다.

b. 두 케이블 체인 커넥터를 해당 가이드 레일에 맞춥니다.

c. 케이블 체인의 수평 커넥터를 수평 가이드 레일에 밀어 넣고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 장비 오작동 위험 * — 가이드 레일 안에서 커넥터를 밀어 넣으십시오. 커넥터가 가이드 레일
상단에 있으면 시스템이 실행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 왼쪽 케이블 체인의 수직 커넥터를 수직 가이드 레일에 밀어 넣습니다.

e. 케이블 체인의 양쪽 끝을 다시 연결한 후 케이블 체인을 조심스럽게 당겨 두 커넥터가 모두 래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장비 오작동 위험 * — 커넥터가 래치되지 않은 경우 드로어 작동 중에 케이블 체인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9. 좌측 팬 캐니스터를 다시 설치합니다. 드라이브 쉘프에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팬 후면의 주황색 LED가 꺼져 있고
공기가 뒤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팬을 재설치한 후 LED가 1분 동안 켜진 상태로 유지되지만 두 팬 모두 올바른 속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6단계: 전체 드라이브 드로어 교체(60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다시 삽입하고 앞면 베젤을 올바른 순서로 교체하여 드라이브 드로어 교체를 완료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각 드라이브를 드라이브 드로어의 원래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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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드라이브 드로어에 드라이브 재설치:

a. 용지함 앞쪽에 있는 두 레버를 당겨 드라이브 드로어의 래치를 풉니다.

b. 확장 레버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서랍이 멈출 때까지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드라이브 쉘프에서 드라이브
드로어를 완전히 제거하지 마십시오.

c. 드라이브를 제거할 때 작성한 노트를 사용하여 각 슬롯에 설치할 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d. 드라이브의 핸들을 수직으로 올립니다.

e. 드라이브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돌출된 단추를 드로어의 노치에 맞춥니다.

그림은 드라이브의 우측면도 및 올라간 버튼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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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오른쪽의 * (1) * _Raised 버튼

a. 드라이브를 수직으로 내려 베이에 완전히 눌러 넣은 다음 드라이브가 제자리에 끼워질 때까지 드라이브 핸들을
아래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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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 단계를 반복하여 모든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2. 드로어를 중앙에서 밀어 드라이브 쉘프로 다시 밀어 넣은 후 두 레버를 닫습니다.

* 장비 오작동 위험 * — 두 레버를 모두 눌러 드라이브 드로어를 완전히 닫아야 합니다. 적절한 공기
흐름을 허용하고 과열을 방지하려면 드라이브 드로어를 완전히 닫아야 합니다.

3. 드라이브 쉘프 전면에 베젤을 부착합니다.

4. 하나 이상의 쉘프의 전원을 껐을 경우 전원을 다시 적용합니다.

◦ * 문서함 손실 방지 * 없이 _controller_shelf의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한 경우:

i.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ii. 전원 켜기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iii. 두 팬이 모두 켜지는지, 팬 뒷면의 주황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 드로어 손실 방지 * 없이 _EXPANCEL_DRIVE 쉘프의 드라이브 드로어를 교체한 경우:

i. 드라이브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ii. 두 팬이 모두 켜지는지, 팬 뒷면의 주황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iii. 컨트롤러 쉘프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2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iv.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v. 전원 켜기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vi. 두 팬이 모두 켜지는지, 팬 뒷면의 주황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드라이브 드로어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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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쉘프 핫 추가

스토리지 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에 전원이 계속 공급되는 동안 새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중단하지 않고 스토리지 시스템 용량을 구성, 재구성,

추가 또는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단계를 읽으십시오.

• 필요한 경우 드라이브 쉘프 핫 추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절차는 DE212C, DE224C 또는 DE460C 드라이브 쉘프를 E2800, E2800B, EF280, E5700, E5500B, EF570,

EF300 또는 EF600 컨트롤러 쉘프

이 절차는 IOM12 및 IOM12B 드라이브 쉘프에 적용됩니다.

IOM12B 모듈은 SANtricity OS 11.70.2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IOM12B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컨트롤러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쉘프 IOM 핫 스왑 또는 교체와 유사할 경우 적용됩니다. 즉, IOM12 모듈을 다른 IOM12

모듈로 교체하거나 IOM12B 모듈을 다른 IOM12B 모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쉘프는 IOM12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는 IOM12B 모듈 2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형 컨트롤러 쉘프를 DE212C, DE224C 또는 DE460에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E27XX,

E56XX 또는 EF560 컨트롤러 쉘프에 IOM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합니다".

시스템 무결성을 유지하려면 제시된 순서대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1단계: 드라이브 쉘프 추가를 준비합니다

드라이브 쉘프를 핫 애드할 준비를 하려면 중요 이벤트를 확인하고 IOM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스토리지 시스템의 전원을 새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
사양은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 기존 스토리지 시스템의 케이블 연결 패턴은 이 절차에서 설명하는 적용 가능한 구성표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지원 * > * 지원 센터 * > * 진단 * 을 선택합니다.

2.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지원 데이터 수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support-data.7z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데이터가 기술 지원 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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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4. 지원 * > * 이벤트 로그 * 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로그 페이지에는 이벤트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5. 중요 이벤트를 목록 맨 위로 정렬하려면 * Priority * 열의 머리글을 선택합니다.

6. 지난 2-3주 동안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 시스템 중요 이벤트를 검토하고 최근 중요 이벤트가 해결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2-3주 내에 해결되지 않은 중요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절차를 중지하고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만 절차를 계속합니다.

7.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8. IOM(ESM)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Shelf Component Settings 대화 상자가 * IOMs(ESM) * 탭이 선택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9. 각 IOM/ESM에 대해 표시된 상태가 _Optimal_인지 확인합니다.

10. 추가 설정 표시 * 를 클릭합니다.

11. 다음 조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감지된 ESM의 수는 시스템에 설치된 ESM 수와 각 드라이브 쉘프에 대한 ESM의 수와 일치합니다.

◦ 두 ESM 모두 통신이 정상임을 나타냅니다.

◦ 데이터 속도는 DE212C, DE224C 및 DE460C 드라이브 쉘프의 12Gb/s이고 기타 드라이브 트레이의 경우
6Gb/s입니다.

2단계: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하고 전원을 켭니다

새 드라이브 쉘프 또는 이전에 설치된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하고 전원을 켠 다음 주의가 필요한 LED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이전에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하는 경우, 드라이브를 제거하십시오. 이 절차의 뒷부분에서
드라이브를 한 번에 하나씩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려는 드라이브 쉘프의 설치 기록을 알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것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2.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요소를 보관하는 랙에 드라이브 쉘프를 설치합니다.

실제 설치 및 전원 케이블 연결에 대한 전체 절차는 해당 모델의 설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모델의 설치 지침에는 드라이브 쉘프를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참고 사항 및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새 드라이브 쉘프의 전원을 켜고 드라이브 쉘프에 있는 주황색 주의 LED가 켜져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 절차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고장 상태를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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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시스템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옵션 1: E2800 또는 E5700용 드라이브 쉘프 연결

• 옵션 2: EF300 또는 EF600의 드라이브 쉘프 연결

구형 컨트롤러 쉘프를 DE212C, DE224C 또는 DE460에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E27XX,

E56XX 또는 EF560 컨트롤러 쉘프에 IOM 드라이브 쉘프를 추가합니다".

옵션 1: E2800 또는 E5700용 드라이브 쉘프 연결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A에 연결하고 IOM 상태를 확인한 다음,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B에 연결합니다

단계

1.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A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은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컨트롤러 A 사이의 연결 예를 보여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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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클릭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컨트롤러 쉘프에 대한 활성 경로가 하나만 있습니다.

3. 필요에 따라 아래로 스크롤하여 새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드라이브 쉘프를 확인합니다. 새 드라이브 쉘프가
표시되지 않으면 연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4. 새 드라이브 쉘프의 * ESM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합니다.

6. 더 많은 옵션 표시 * 를 선택하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 IOM/ESM A가 나열됩니다.

◦ SAS-3 드라이브 쉘프의 현재 데이터 속도는 12GBps입니다.

◦ 카드 통신이 정상입니다.

7. 컨트롤러 B에서 모든 확장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8.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B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컨트롤러 B 사이의 연결 예를 보여 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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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9.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한 다음 * Show

More options * 를 선택합니다. 카드 통신이 * 예 * 인지 확인합니다.

Optimal(최적) 상태는 새 드라이브 쉘프와 관련된 이중화 오류가 해결되었으며 스토리지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옵션 2: EF300 또는 EF600의 드라이브 쉘프 연결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A에 연결하고 IOM 상태를 확인한 다음, 드라이브 쉘프를 컨트롤러 B에 연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SANtricity OS

업그레이드 중".

단계

1. 스택의 이전 마지막 쉘프에서 IOM12 포트 1 및 2에서 A 측 컨트롤러 케이블을 모두 분리한 다음 새 쉘프 IOM12

포트 1 및 2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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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을 새 쉘프에서 이전 마지막 셸프 IOM12 포트 1과 2에 있는 A 측 IOM12 포트 3과 4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이전 마지막 쉘프 사이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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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클릭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컨트롤러 쉘프에 대한 활성 경로가 하나만 있습니다.

4. 필요에 따라 아래로 스크롤하여 새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드라이브 쉘프를 확인합니다. 새 드라이브 쉘프가
표시되지 않으면 연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5. 새 드라이브 쉘프의 * ESM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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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6.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합니다.

7. 더 많은 옵션 표시 * 를 선택하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 IOM/ESM A가 나열됩니다.

◦ SAS-3 드라이브 쉘프의 현재 데이터 속도는 12GBps입니다.

◦ 카드 통신이 정상입니다.

8. IOM12 포트 1과 2에서 B 측 컨트롤러 케이블을 스택의 이전 마지막 쉘프에서 분리한 다음, 새 쉘프 IOM12 포트
1과 2에 연결합니다.

9. 케이블을 새 쉘프의 B측 IOM12 포트 3 및 4와 이전 쉘프 IOM12 포트 1 및 2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추가 드라이브 쉘프와 이전 마지막 쉘프 사이의 B측 연결을 보여 줍니다. 모델에서 포트를
찾으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Hardwar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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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 Shelf Component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 ESM/IOMs * 탭을 선택한 다음 * Show

More options * 를 선택합니다. 카드 통신이 * 예 * 인지 확인합니다.

Optimal(최적) 상태는 새 드라이브 쉘프와 관련된 이중화 오류가 해결되었으며 스토리지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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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핫 애드 완료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 추가된 드라이브 쉘프에서 최신 펌웨어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핫 애드 기능을
완료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홈 * 을 클릭합니다.

2. 페이지 상단 중앙에 * Recover from Problems * 라는 링크가 표시되면 링크를 클릭하여 Recovery Guru에 표시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클릭하고 필요한 경우 아래로 스크롤하여 새로 추가된 드라이브
쉘프를 확인합니다.

4. 이전에 다른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드라이브의 경우, 새로 설치된 드라이브 쉘프에 드라이브를 한 번에 하나씩
추가합니다. 다음 드라이브를 삽입하기 전에 각 드라이브가 인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드라이브를 인식하면 * Hardware * 페이지의 드라이브 슬롯이 파란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5. 지원 * > * 지원 센터 * > * 지원 리소스 * 탭을 선택합니다.

6.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인벤토리 * 링크를 클릭하고 새 드라이브 쉘프에 설치된 IOM/ESM 펌웨어 및 드라이브
펌웨어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 링크를 찾으려면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필요한 경우 드라이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업그레이드 기능을 해제하지 않으면 IOM/ESM 펌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됩니다.

핫 애드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E5700 HIC 교체 요구사항

E5700에서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를 추가,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하기 전에 요구사항 및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절차 개요

E5724 컨트롤러 쉘프와 E5560 컨트롤러 쉘프에 HIC를 추가,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5700 컨트롤러(E5724 또는 E5560)에서 HIC를 교체하는 단계에 대한 개요입니다.

1.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3.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4.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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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HIC 추가,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요구사항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추가,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다음 요구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이 절차에 대한 다운타임 유지 보수 기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HIC를 설치할 때는 전원을 꺼야 하므로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중 구성에서는 두 컨트롤러가
전원을 켤 때 동일한 HIC 구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컨트롤러와 호환되는 2개의 HIC가 있어야 합니다.

이중 구성(2개의 컨트롤러)의 경우 2개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된 HIC는 동일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온라인 상태로 전환할 때 교체 HIC가 있는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 새 호스트 포트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케이블, 트랜시버, 스위치 및 HBA(호스트 버스 어댑터)가 있습니다.

호환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또는 을 누릅니다 "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 ESD 밴드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1 십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라벨이 있습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E5700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 추가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가 있는 E57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토리지 배열에서 호스트 포트 수가 늘어나고 추가 호스트
프로토콜이 제공됩니다.

이 작업에 대해

HIC를 추가할 때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전원을 끄고 전원을 다시 전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5700 HIC 교체 요구사항".

• 이 절차에 대한 다운타임 유지 보수 기간을 예약합니다. HIC를 설치할 때는 전원을 꺼야 하므로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중 구성에서는 두 컨트롤러가
전원을 켤 때 동일한 HIC 구성을 가져야 합니다.)

필요한 것

• 스토리지 어레이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HIC를 제공합니다. HIC는
컨트롤러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 스위치 또는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와 같은 새 호스트 포트에 새 호스트 하드웨어가 설치됩니다.

• 새 호스트 포트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케이블, 트랜시버, 스위치 및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호환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및 "NetApp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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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HIC를 추가할 준비를 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여 HIC를 추가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어레이가 최적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닌 경우 Recovery Guru를 사용하거나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마십시오.

2.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Save storageArray dbmDatabase sourceLocation = 온보드 contentType = 모든 파일 = "파일 이름";"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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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스토리지를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5. 스토리지 배열이 미러링 관계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모든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6.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라이브에 캐시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 각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캐시 활성 LED _

7.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8.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a.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b. 컨트롤러 쉘프의 모든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2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

새 HIC를 추가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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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3.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캐시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기록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캐시 활성 LED _

4. 캠 핸들의 래치를 꽉 잡고 분리될 때까지 캠 핸들을 오른쪽으로 열어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분리합니다.

다음 그림은 E5724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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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E55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5. 양손과 캠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5724 컨트롤러 쉘프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는 경우 플랩이 제자리에 장착되어 빈 베이를 차단하여 공기
흐름과 냉각을 유지합니다.

6.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7.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HIC 설치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설치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의 호스트 포트 수를 늘립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HIC가 다른 E-Series 컨트롤러용으로 설계된 경우 E57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중 구성이 있는 경우 컨트롤러와 HIC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전원을 공급하면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단계

1. 새 HIC 및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의 포장을 풉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 커버의 버튼을 누르고 커버를 밀어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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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MM에 의해 컨트롤러 내부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내부 캐시 활성 _

◦ (2) * _ 배터리 _

4. 1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블랭크 페이스 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4개를 분리하고
전면판을 제거합니다.

5. HIC의 3개의 나비 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HIC 하단의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HIC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 HIC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HIC 커넥터를 가볍게 눌러 HIC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 장비 손상 가능성 * — HIC와 나비 나사 사이의 컨트롤러 LED에 골드 리본 커넥터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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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7. HIC 나비 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8. 1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앞서 분리한 나사 4개로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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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재설치

새 HIC를 설치한 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이동식 덮개가 아래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2. 캠 핸들을 열린 위치로 둔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완전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다음 그림은 E5724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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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55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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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3. 캠 핸들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4. 분리한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이때 데이터 케이블을 새 HIC 포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5. (선택 사항) 이중 구성에 HIC를 추가하는 경우 모든 단계를 반복하여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두 번째
HIC를 설치한 다음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재설치합니다.

5단계: HIC 추가 완료

컨트롤러 LED 및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한 다음 컨트롤러의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쉘프 후면에서 전원 스위치 2개를 켭니다.

◦ 전원 켜기 프로세스 중에는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90초 이하의 시간이 소요되는 전원 스위치를 끄지
마십시오.

◦ 각 선반의 팬은 처음 시작할 때 매우 시끄럽습니다. 시동 중 큰 소음이 정상입니다.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반복 시퀀스 * OS *, * SD *, *blank * 가 표시되어 컨트롤러가 일일 시작(SOD)

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컨트롤러가 성공적으로 부팅되면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트레이 ID가
표시됩니다.

◦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컨트롤러의 주황색 주의 LED가 켜졌다가 꺼집니다.

◦ 호스트 케이블을 연결할 때까지 녹색 호스트 링크 LED가 꺼져 있습니다.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 수와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1) * _ 호스트 링크 LED _

▪ (2) * _주의 LED(황색) _

▪ (3) * _7 세그먼트 표시 _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컨트롤러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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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경우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HIC 및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HIC를
분리했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새 HIC 포트에 SFP+ 트랜시버가 필요한 경우 SFP를 설치합니다.

5. SFP+(광) 포트를 통해 HIC를 설치한 경우 새 포트에 예상 호스트 프로토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a.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클릭합니다.

c. 컨트롤러 A 또는 컨트롤러 B의 그래픽을 선택합니다

d. 컨텍스트 메뉴에서 * 설정 보기 * 를 선택합니다.

e. Host Interfaces * 탭을 선택합니다.

f. 추가 설정 표시 * 를 클릭합니다.

g. HIC 포트에 대해 표시된 세부 정보(HIC에서 * e0x_ * 또는 * 0x_ * 로 표시된 포트 * 슬롯 1 *)를 검토하여
호스트 포트를 데이터 호스트에 연결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_새로운 HIC 포트에 기대하는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 _:

새 HIC 포트를 데이터 호스트에 연결할 준비가 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_ 새로운 HIC 포트가 예상 프로토콜을 * 가지고 있지 * 않을 경우 _:

새 HIC 포트를 데이터 호스트에 연결하려면 먼저 소프트웨어 기능 팩을 적용해야 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E5700 호스트 프로토콜을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호스트 포트를 데이터 호스트에 연결하고 작업을
재개합니다.

6.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서 데이터 호스트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새 호스트 프로토콜을 구성 및 사용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한 경우 을 참조하십시오 "Linux Express 구성",

"Windows Express 구성", 또는 "VMware Express 구성".

다음 단계

스토리지 배열에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추가하는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5700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 업그레이드

E5700 어레이에서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를 업그레이드하여 호스트 포트 수를 늘리거나
호스트 프로토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HIC를 업그레이드할 때는 스토리지 어레이의 전원을 끄고 각 컨트롤러에서 기존 HIC를 제거한 다음 새 HIC를 설치하고
전원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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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E5700 HIC 교체 요구사항".

• 이 절차에 대한 다운타임 유지 보수 기간을 예약합니다. HIC를 설치할 때는 전원을 꺼야 하므로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중 구성에서는 두 컨트롤러가
전원을 켤 때 동일한 HIC 구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

• 스토리지 어레이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HIC를 제공합니다. HIC는
컨트롤러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 스위치 또는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와 같은 새 호스트 포트에 새 호스트 하드웨어가 설치됩니다.

• 새 호스트 포트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케이블, 트랜시버, 스위치 및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호환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또는 을 누릅니다 "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HIC 업그레이드를 준비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여 HIC

업그레이드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어레이가 최적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닌 경우 Recovery Guru를 사용하거나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마십시오.

2.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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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storageArray dbmDatabase sourceLocation = 온보드 contentType = 모든 파일 = "파일 이름";"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4.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스토리지를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5. 스토리지 배열이 미러링 관계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모든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6.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라이브에 캐시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 각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캐시 활성 LED _

7.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8. 컨트롤러 쉘프의 전원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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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컨트롤러 쉘프의 두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b. 컨트롤러 쉘프의 모든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2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

새 HIC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3. HIC 포트에서 SFP+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경우 제거합니다.

업그레이드하는 HIC 유형에 따라 SFP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캐시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기록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캐시 활성 LED _

5. 캠 핸들의 래치를 꽉 잡고 분리될 때까지 캠 핸들을 오른쪽으로 열어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분리합니다.

다음 그림은 E5724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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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55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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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6. 양손과 캠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5724 컨트롤러 쉘프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는 경우 플랩이 제자리에 장착되어 빈 베이를 차단하여 공기
흐름과 냉각을 유지합니다.

7.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8.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HIC를 제거합니다

기존 HIC를 제거하여 업그레이드된 HIC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단추를 누르고 덮개를 밀어서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덮개를 분리합니다.

2. 컨트롤러 내부(배터리와 DIMM 사이)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캐시 활성 LED _

707



◦ (2) * _ 배터리 _

3.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를 제거합니다.

나사는 상단에 1개, 측면에 1개, 전면에 2개 등 4개가 있습니다.

4.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탈거하십시오.

5. 손가락이나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를 컨트롤러 카드에 고정하는 세 개의 나비 나사를 풉니다.

6. 카드를 들어 올리고 다시 밀어 컨트롤러 카드에서 HIC를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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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7. HIC를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4단계: 새 HIC를 설치합니다

새 호스트 HIC를 설치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HIC가 다른 E-Series 컨트롤러용으로 설계된 경우 E57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중 구성이 있는 경우 컨트롤러와 HIC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전원을 공급하면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단계

1. 새 HIC 및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의 포장을 풉니다.

2. 1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4개를 제거하고
페이스플레이트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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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C의 3개의 나비 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HIC 하단의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HIC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HIC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HIC 커넥터를 가볍게 눌러 HIC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 장비 손상 가능성 * — HIC와 나비 나사 사이의 컨트롤러 LED에 골드 리본 커넥터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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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5. HIC 나비 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6. 1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앞서 분리한 나사 4개로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합니다.

5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재설치

새 HIC를 설치한 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덮개를 뒤로 밀어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덮개를 다시 설치합니다.

2. 이동식 덮개가 아래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3. 캠 핸들을 열린 위치로 둔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완전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다음 그림은 E5724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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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55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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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4. 캠 핸들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5. 분리한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이때 데이터 케이블을 새 HIC 포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6. (선택 사항) 이중 구성에서 HIC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모든 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HIC를 제거한 다음 새 HIC를 설치하고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6단계: HIC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

컨트롤러 LED 및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하고 컨트롤러의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쉘프 후면에서 전원 스위치 2개를 켭니다.

◦ 전원 켜기 프로세스 중에는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90초 이하의 시간이 소요되는 전원 스위치를 끄지
마십시오.

◦ 각 선반의 팬은 처음 시작할 때 매우 시끄럽습니다. 시동 중 큰 소음이 정상입니다.

2.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반복 시퀀스 * OS *, * SD *, *blank * 가 표시되어 컨트롤러가 일일 시작(SOD)

처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컨트롤러가 성공적으로 부팅되면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트레이 ID가
표시됩니다.

◦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컨트롤러의 주황색 주의 LED가 켜졌다가 꺼집니다.

◦ 호스트 케이블을 연결할 때까지 녹색 호스트 링크 LED가 꺼져 있습니다.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 수와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1) * _ 호스트 링크 LED(황색) _

▪ (2) * _주의 LED(황색) _

▪ (3) * _7 세그먼트 표시 _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컨트롤러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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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경우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HIC 및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HIC를
분리했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4. 새 HIC 포트에 SFP+ 트랜시버가 필요한 경우 SFP를 설치합니다.

5.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에서 데이터 호스트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다음 단계

스토리지 배열에서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5700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HIC) 교체

장애가 발생한 HIC(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HIC를 교체할 경우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이중 구성의 경우)으로 전환하고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한 다음 새 HIC를
설치한 다음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교체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검토 "E5700 HIC 교체 요구사항".

• 이 절차에 대한 다운타임 유지 보수 기간을 예약합니다. HIC를 설치할 때는 전원을 꺼야 하므로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중 구성에서는 두 컨트롤러가
전원을 켤 때 동일한 HIC 구성을 가져야 합니다.)

• 사용 중인 볼륨이 없거나 이러한 볼륨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에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HIC를 제거하고 대체할 수 있으려면 먼저 Recovery Guru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여 다른 항목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 컨트롤러와 호환되는 2개의 HIC.

이중 구성(2개의 컨트롤러)의 경우 2개의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설치된 HIC는 동일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온라인 상태로 전환할 때 교체 HIC가 있는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 ESD 밴드이거나 다른 정전기 방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 1 십자 드라이버.

•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된 각 케이블을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 컨트롤러의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있는 관리 스테이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러의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1단계: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설정(양면 인쇄)

이중 구성이 있는 경우 장애가 발생한 HIC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받는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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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Recovery Guru의 Details 영역에서 오류가 발생한 HIC를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확인합니다.

2.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RAID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볼륨 그룹 및 컨트롤러의 디스크 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System Manager에서:

i.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ii. 구성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iii.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configurationData - <arrayName> - <DateTime>.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Save storageArray dbmDatabase sourceLocation = 온보드 contentType = 모든 파일 = "파일 이름";"

3.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인벤토리, 상태 및 성능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저장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4. 컨트롤러가 아직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i.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ii.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쉘프 뒷면 표시 * 를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표시합니다.

iii. 오프라인 상태로 설정할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iv.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 * 을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하는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할 수 없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 자동으로 액세스하려면 * 대체 네트워크
연결 * 을 선택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A: *'et controller[a] availability=offline’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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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러 B: *'et controller[b] availability=offline’의 경우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가 컨트롤러의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2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제거

새 HIC를 추가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된 각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합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에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면 케이블을 비틀거나 접거나 끼거나 밟지 마십시오.

3. 컨트롤러 후면의 캐시 활성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캐시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기록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가 켜집니다.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1) * _ 캐시 활성 LED _

4. 캠 핸들의 래치를 꽉 잡고 분리될 때까지 캠 핸들을 오른쪽으로 열어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분리합니다.

다음 그림은 E5724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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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55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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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5. 양손과 캠 핸들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선반에서 밀어 꺼냅니다.

항상 두 손을 사용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무게를 지지하십시오.

E5724 컨트롤러 쉘프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는 경우 플랩이 제자리에 장착되어 빈 베이를 차단하여 공기
흐름과 냉각을 유지합니다.

6. 이동식 덮개가 위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7.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평평하고 정전기가 없는 표면에 놓습니다.

3단계: HIC 설치

장애가 발생한 HIC를 새 HIC를 교체합니다.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HIC가 다른 E-Series 컨트롤러용으로 설계된 경우 E5700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HIC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중 구성이 있는 경우 컨트롤러와 HIC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HIC가 있으면 전원을 공급하면 컨트롤러가 잠깁니다.

단계

1. 새 HIC 및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의 포장을 풉니다.

2. 컨트롤러 캐니스터 커버의 버튼을 누르고 커버를 밀어 분리합니다.

3. DIMM에 의해 컨트롤러 내부의 녹색 LED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녹색 LED가 켜져 있으면 컨트롤러는 여전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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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 내부 캐시 활성 LED _

◦ (2) * _ 배터리 _

4. 1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블랭크 페이스 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연결하는 나사 4개를 분리하고
전면판을 제거합니다.

5. HIC의 3개의 나비 나사를 컨트롤러의 해당 구멍에 맞추고 HIC 하단의 커넥터를 컨트롤러 카드의 HIC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맞춥니다.

HIC 하단 또는 컨트롤러 카드 상단에 있는 구성 요소가 긁히거나 범프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 HIC를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내리고 HIC 커넥터를 가볍게 눌러 HIC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 장비 손상 가능성 * — HIC와 나비 나사 사이의 컨트롤러 LED에 골드 리본 커넥터가 끼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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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 _

◦ (2) * _나비나사 _

7. HIC 나비 나사를 손으로 조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8. 1 Phillips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앞서 분리한 나사 4개로 새 HIC 페이스플레이트를 컨트롤러 캐니스터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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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컨트롤러 캐니스터 재설치

HIC를 설치한 후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컨트롤러 쉘프에 다시 설치합니다.

단계

1. 이동식 덮개가 아래를 향하도록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뒤집습니다.

2. 캠 핸들을 열린 위치로 둔 상태에서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완전히 컨트롤러 쉘프에 밀어 넣습니다.

다음 그림은 E5724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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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다음 그림은 E5560 컨트롤러 쉘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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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_컨트롤러 캐니스터 _

◦ (2) * _ 캠 핸들 _

3. 캠 핸들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4. 분리한 모든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이때 데이터 케이블을 새 HIC 포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5. (선택 사항) 이중 구성에 HIC를 추가하는 경우 모든 단계를 반복하여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제거하고 두 번째
HIC를 설치한 다음 두 번째 컨트롤러 캐니스터를 재설치합니다.

5단계: 컨트롤러를 온라인으로 전환(양면 인쇄)

이중 구성이 있는 경우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가져와 스토리지 어레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데이터를 수집하며 작업을 재개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컨트롤러가 두 개인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계

1. 컨트롤러가 부팅되면 컨트롤러 LED와 7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그림은 컨트롤러 캐니스터의 예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의 호스트 포트 수와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컨트롤러와의 통신이 재설정된 경우:

◦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컨트롤러가 오프라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반복 시퀀스 * OS *, * OL *, *blank * 가
표시됩니다.

◦ 황색 주의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호스트 링크 LED가 켜지거나 깜박이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

▪ (1) * _ 호스트 링크 LED _

▪ (2) * _주의 LED(황색) _

▪ (3) * _7 세그먼트 표시 _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723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i.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ii. 그래픽에 드라이브가 표시되면 * Show back of shelf * 를 선택합니다.

iii. 온라인으로 설정하려는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iv.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 온라인 위치 * 를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컨트롤러가 온라인 상태가 됩니다.

◦ 또는 다음 CLI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A: * et controller [a] availability = online;"

▪ 컨트롤러 B: * 의 경우 [b] 가용성온라인;"

3. 컨트롤러의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서 코드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에 다음 반복
시퀀스 중 하나가 표시되면 즉시 컨트롤러를 제거합니다.

◦ * OE *, * L0 *, *blank * (일치하지 않는 컨트롤러)

◦ * OE *, * L6 *, *blank * (지원되지 않는 HIC) * 주의: * * 데이터 액세스 손실 가능성 * — 방금 설치한
컨트롤러에 이러한 코드 중 하나가 표시되고 다른 컨트롤러가 어떤 이유로든 재설정된 경우 두 번째 컨트롤러도
잠길 수 있습니다.

4. 컨트롤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고 컨트롤러 쉘프의 주의 LED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최적이 아니거나 주의 LED 중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경우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HIC 및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캐니스터와 HIC를
분리했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5.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지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지원 [지원 센터 > 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데이터 수집 * 을 선택합니다.

c. 수집 * 을 클릭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 support-data.7z * 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6. 키트와 함께 제공된 RMA 지침에 설명된 대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NetApp에 반환합니다.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NetApp 지원", 888-463-8277 (북미), 00-800-44-638277 (유럽) 또는 RMA

번호가 필요한 경우 +800-800-80-800 (아시아/태평양).

다음 단계

HIC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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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700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 변경 요구사항

E5700에서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을 변환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검토하십시오.

변경할 수 있는 호스트 포트

E5700 컨트롤러의 옵티컬 기본 포트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SFP+(광)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를 갖춘 E5700 * (1) * 와 옵션 2 IB HIC 포트 * (2) * 를 보여줍니다.

요구 사항

• 이 절차에 대한 다운타임 유지 보수 기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 변환을 수행할 때 호스트 입출력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변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대역외 관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역내 관리를 사용하여 이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 변환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확보했습니다. NetApp 세일즈 담당자는 귀사가 필요한 하드웨어를 결정하고 올바른
부품을 주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의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현재 NetApp에서 구입한 이중 프로토콜(Unified

)의 SFP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경우 SFP 트랜시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중 프로토콜 SFP 트랜시버가 FC(4Gbps 또는 16Gbps)와 iSCSI(10Gbps)를 모두 지원하지만 1Gbps iSCSI를
지원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1단계: 이중 프로토콜 SFP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된 SFP

트랜시버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호스트 프로토콜 변경 시 고려 사항

호스트 프로토콜 변경에 대한 고려사항은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와 HIC 포트의 시작 및 종료 프로토콜에 따라
다릅니다.

미러링 기능 또는 DA(Data Assurance)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을 변경할 때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고려 사항은 이미 사용 중인 스토리지 배열을 변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직 호스트 및
볼륨이 정의되지 않은 새 스토리지 배열을 변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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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에서 iSCSI로 변환

• 비동기 미러링에서는 로컬 스토리지 배열과 원격 스토리지 배열이 모두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 베이스보드를 통해 비동기 미러링을 사용 중인 경우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포트를 사용하여 비동기
미러링 관계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여 모든 미러 정합성 보장 그룹을 삭제하고 로컬 및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미러링된 모든 쌍을 제거합니다. 또한 온라인 도움말의 지침에 따라 비동기 미러링을
비활성화합니다.

구성에 FC 베이스보드 포트에 연결된 SAN 부팅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를 확인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iSCSI에서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스트 프로토콜을 iSCSI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동기식 미러링 기능은 iSCSI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베이스보드 포트를 통해 현재 동기 미러링 관계를 사용 중인 경우 이러한 동기 미러링 관계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로컬 스토리지 시스템과 원격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미러 관계를 제거하는 동기식 미러링 쌍을 모두 제거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온라인 도움말의 지침에 따라 동기
미러링을 비활성화합니다.

iSCSI로 변환하기 전에 동기 미러링 관계를 비활성화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데이터 액세스가
손실되고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iSCSI에서 FC로 변환 중

• 비동기 미러링에서는 로컬 스토리지 배열과 원격 스토리지 배열이 모두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베이스보드 포트에서 비동기 미러링을 사용 중인 경우 프로토콜을 변경하기 전에 비동기 미러링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여 모든 미러 정합성 보장 그룹을 삭제하고 로컬 및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미러링된 모든 쌍을 제거합니다. 또한 온라인 도움말의 지침에 따라 비동기 미러링을
비활성화합니다.

IB-iSER을 IB-SRP로 변환

• iSER을 SRP로 변환하면 하드웨어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SRP에 대해서는 DA(Data Assurance)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IB-SRP에 대해서는 DA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IB-HIC를 통해 이 기능을 사용 중이고 이러한 포트를
iSER에서 SRP로 변환하려면 모든 볼륨에서 DA를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데이터 무결성 보장 설정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여 볼륨의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비활성화된 후에는 볼륨에서 DA를 다시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을 확인합니다.

◦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SANtricity OS(컨트롤러 펌웨어) 버전 08.40.11.00 이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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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링 작업에는 동일한 호스트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미러링 작업에 사용되는 호스트 포트가 기능 팩을 적용한 후 동일한 프로토콜을 유지하는 경우 미러링 작업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능 팩을 적용하기 전에 모든 미러 정합성 보장 그룹이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
팩을 적용한 후 로컬 스토리지 어레이와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 간의 통신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용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NVMe over Fabrics에는 비동기식 및 동기식 미러링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비동기 및 동기 미러링을
비활성화하려면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통해 dissable storageArray feature=asyncMirror 또는 dissable

storageArray feature=syncmirror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스토리지 배열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미러링 사용 안 함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I 명령 참조 온라인 도움말의 미러링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E5700 호스트 프로토콜을 변경합니다

E5700 스토리지 어레이의 경우,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를 다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습니다.

• 파이버 채널(FC)을 iSCSI로 설정합니다

• iSCSI를 FC로

• iSER을 InfiniBand(IB)로 연결

• SRP - IB

• IB에 NVMe 지원

• RoCE에 NVMe

1단계: 이중 프로토콜 SFP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가지고 있는 SFP 트랜시버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SFP는 FC 및
iSCSI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_dual-protocol_or_unified_SFP라고 합니다.

현재 SFP가 16Gbps 및 10Gbps 데이터 속도를 지원하는 경우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을 변환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지원 * 을 선택합니다.

2. 지원 센터 * 타일을 선택합니다.

3. 지원 리소스 탭에서 * 스토리지 어레이 프로필 * 링크를 찾아 선택합니다.

4. 텍스트 상자에 * SFP * 를 입력하고 * 찾기 * 를 클릭합니다.

5. 스토리지 어레이 프로필에 나열된 각 SFP에 대해 * 지원되는 데이터 속도 * 항목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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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표를 참조하여 SFP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지원되는 데이터 속도 SFP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프로토콜입니다

16Gbps, 10Gbps, 4Gbps 이중 프로토콜 • FC: * 16Gbps, 4Gbps

• iSCSI:  10Gbps

10Gbps 10Gbps iSCSI만 해당

16Gbps, 8Gbps, 4Gbps 16Gbps FC 전용

◦ 이중 프로토콜 SFP가 있는 경우 프로토콜을 변환한 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프로토콜 SFP는 1Gb iSCSI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호스트 포트를 iSCSI로 변환하는 경우
이중 프로토콜 SFP는 연결된 포트에 대한 10Gb 링크만 지원합니다.

◦ 16Gbps SFP를 사용하는 경우 호스트 포트를 iSCSI로 변환하려면 SFP를 제거하고 프로토콜을 변환한 후
이중 프로토콜 또는 10Gbps SFP로 교체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SFP가 포함된 특수 Twin-Ax 케이블을
사용하여 10Gbps iSCSI 코퍼 케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8Gbps FC SFP는 E28xx 또는 E57xx 컨트롤러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16Gbps 및 32Gbps

FC SFP만 지원됩니다.

◦ 10Gbps SFP가 있고 호스트 포트를 FC로 변환하는 경우, 프로토콜을 변환한 후 해당 포트에서 SFP를
제거하고 이중 프로토콜 또는 16Gbps SFP로 교체해야 합니다.

2단계: 기능 팩을 구합니다

기능 팩을 구하려면 컨트롤러 쉘프의 일련 번호, 기능 활성화 코드 및 스토리지 배열의 기능 활성화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단계

1. 일련 번호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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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지원 [지원 센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b. 지원 리소스 *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 상위 스토리지 어레이 속성 보기 *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c. 섀시 일련 번호 * 를 찾아 이 값을 텍스트 파일로 복사합니다.

2. 피처 팩 하위 모델 ID * 를 찾습니다.

a.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지원 * 을 선택합니다.

b. 지원 센터 * 타일을 선택합니다.

c. 지원 리소스 탭에서 * 스토리지 어레이 프로필 * 링크를 찾아 선택합니다.

d. 텍스트 상자에 * 피처 팩 하위 모델 ID * 를 입력하고 * 찾기 * 를 클릭합니다.

e. 시작 구성에 대한 피처 팩 하위 모델 ID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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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팩 하위 모델 ID를 사용하여 시작 구성에 대한 해당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를 찾고 아래 표에서 원하는 최종
구성에 대한 기능 활성화 코드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기능 활성화 코드를 텍스트 파일로 복사합니다.

베이스보드 포트는 HIC에서 NVMe 프로토콜을 실행할 때 비활성화됩니다.

IB HIC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표에서 _HIC 포트_열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가능 기능 활성화 코드(베이스보드 포트만 변환)

구성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설정 종료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

변환할 포트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입니다

포트가 로
변환되었습니다

기능 활성화 코드

360 FC 베이스보드 포트 362 iSCSI 베이스보드
포트

Sgl-2SB-ZEX13

362 iSCSI 베이스보드
포트

360 FC 베이스보드 포트 5GI-4TB-ZW3HL

암호화 가능 기능 활성화 코드

구성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설정을 종료하는 중입니다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입니다

베이스보드
포트

HIC 포트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입니다

베이스보드
포트

HIC 포트 기능 활성화
코드

360 FC iSER 361 FC SRP UGG-XSB-

ZCZ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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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가능 기능 활성화 코드

362 iSCSI iSER Sgl-2SB-

ZEX13

363 iSCSI SRP

VGN-LTB-

ZGFCT

382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KGI-ISB-

ZDHQF

403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YGH-BHK-

Z8EKB

361 FC SRP 360 FC

iSER JGS-0TB-

ZID1V

362 iSCSI iSER UGX-RTB-

ZLBPV

363

iSCSI SRP 2G1-BTB-

ZMRYN

382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TGV-8TB-

ZKTH6

403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JGM-EIK-

ZAC6Q

362 iSCSI iSER

360 FC iSER 5GI-4TB-

ZW3HL

361 FC SRP

EGL-NTB-

ZXKQ4

363 iSCSI SRP HGP-QUB-

Z1ICJ

383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BG-AUB-

Z2YNG

403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1GW-lik-

ZG9HN

363

iSCSI SRP 360 FC iSER SGU - 욕조 -

Z3G2U

361

FC SRP FGX-dub-

Z5WF7

362 iSCSI SRP LG3-GUB-

Z7V17

383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NG5-ZUB-

Z8C8J

403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WG2-0IK-

ZI75U

382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360 FC iSER

QG6-ETB-

ZPPPT

361 FC SRP XG8-XTB-

ZQ7XS

362 iS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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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가능 기능 활성화 코드

iSER SGB-HTB-

ZS0AH

363 iSCSI SRP TGD-1TB-

ZT5TL

403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IGR-IIK-

ZDBRB

383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360

FC iSER LG8-JUB-

ZATLD

361 FC SRP LGA-3UB-

ZBAX1

362 iSCSI iSER NGF-7UB-

ZE8KX

363 iSCSI SRP

3GI-QUB-

ZFP1Y

403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5G7-RIK-

ZL5PE

403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360 FC iSER BGC-UIK-

Z03GR

361 FC

SRP LGF-EIK-

ZPJRX

362 iSCSI iSER PGJ-HIK-

ZSIDZ

363

iSCSI SRP 1GM-1JK-

ZTYQX

382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JGH-XIK-

ZQ142

비암호화 기능 활성화 코드(베이스보드 포트만 변환)

구성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설정 종료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

변환할 포트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입니다

포트가 로
변환되었습니다

기능 활성화 코드

365 FC 베이스보드 포트 367 iSCSI 베이스보드
포트

BGU-GVB-ZM3KW

367 iSCSI 베이스보드
포트

366 FC 베이스보드 포트 9GU-2WB-Z503D

비암호화 기능 활성화 코드

구성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설정을 종료하는 중입니다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

베이스보드
포트

HIC 포트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

베이스보드
포트

HIC 포트 기능 활성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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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암호화 기능 활성화 코드

365 FC iSER 366 FC SRP BGP-DVB-

ZJ4YC

367 iSCSI iSER BGU-GVB-

ZM3KW

368 iSCSI SRP

4GX-ZVB-

ZNJVD

384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TG-WVB-

ZKL9T

405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WGC-GJK-

Z7PU2

366 FC SRP 365 FC

iSER WG2-3VB-

ZQHLF

367 iSCSI iSER QG7-6VB-

ZSF8M

368

iSCSI SRP PGA-PVB-

ZUWMX

384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CG5-MVB-

ZRYW1

405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3GH-JK-

ZANJQ

367 iSCSI iSER

365 FC iSER PGR-IWB-

Z48PC

366 FC SRP

9GU-2WB-

Z503D

368 iSCSI SRP SGJ-IWB-

ZJFE4

385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UGM-2XB-

ZKV0B

405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8GR-QKK-

ZFJTP

368

iSCSI SRP 365 FC iSER YG0-LXB-

ZLD26

366

FC SRP Sgr-5XB-

ZNTFB

367 iSCSI SRP PGZ-5WB-

Z8M0N

385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KG2-0WB-

Z9477

405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2GV-TKK-

ZIH6

384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365 FC 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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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암호화 기능 활성화 코드

SGF-SVB-

ZWU9M

366 FC SRP 7GH-CVB-

ZYBGV

367 iSCSI

iSER 6GK-VB-

ZZSRN

368 iSCSI SRP RGM-FWB-

Z195H

405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VGM-NKK-

ZDLDK

385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365

FC iSER GG5-8WB-

ZBKEM

366 FC SRP KG7-RWB-

ZC2RZ

367 iSCSI iSER NGC-VWB-

ZFizen

368 iSCSI SRP

4GE-FWB-

ZGGQJ

405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NG1-WKK-

ZLFAI

405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RoCE

또는
NVMe/FC

365 FC iSER MG6-ZKK-

ZNDVC

366 FC

SRP WG9-JKK-

ZPUAR

367 iSCSI iSER Nge-MKK-

ZRSW9

368

iSCSI SRP TGG-6KK-

ZT9BU

384 사용할 수
없습니다

NVMe/IB AGB-3KK-

ZQBLR

컨트롤러 하위 모델 ID가 목록에 없으면 에 문의하십시오 "NetApp 지원".

4. System Manager에서 Enable Identifier 기능을 찾습니다.

a. 설정 [시스템] 메뉴로 이동합니다.

b. 아래로 스크롤하여 * 추가 기능 * 을 찾습니다.

c. 기능 팩 변경 * 에서 * 기능 식별자 사용 * 을 찾습니다.

d. 이 32자리 숫자를 복사하여 텍스트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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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 이동합니다 "NetApp 라이센스 활성화: 스토리지 어레이 프리미엄 기능 활성화"을 누르고 기능 팩을 얻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섀시 일련 번호입니다

◦ 기능 활성화 코드

◦ 기능 활성화 식별자

프리미엄 기능 활성화 웹 사이트에는 ""프리미엄 기능 활성화 지침"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 이러한 지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6. 기능 팩의 키 파일을 이메일로 받을지 또는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3단계: 호스트 I/O를 중지합니다

호스트 포트의 프로토콜을 변환하기 전에 호스트에서 모든 입출력 작업을 중지합니다. 변환을 완료할 때까지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은 이미 사용 중인 스토리지 배열을 변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시스템과 접속된 모든 호스트 간에 입출력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이 포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 스토리지에서 호스트로 매핑된 LUN에 데이터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의 볼륨과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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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정확한 단계는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호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절차를 계속하면 스토리지 배열에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2. 스토리지 배열이 미러링 관계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모든 호스트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3. 캐시 메모리의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라이브에 캐시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 각 컨트롤러 후면의 녹색 캐시 활성 LED * (1) * 가 켜집니다. 이
LED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4.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홈 페이지에서 * 진행 중인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5.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4단계: 기능 팩을 변경합니다

기능 팩을 변경하여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의 호스트 프로토콜, IB HIC 포트 또는 두 유형의 포트를 모두 변환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설정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추가 기능 * 아래에서 * 기능 팩 변경 * 을 선택합니다.

3. 찾아보기 * 를 클릭한 다음 적용할 기능 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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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드에 * change * 를 입력합니다.

5. 변경 * 을 클릭합니다.

기능 팩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두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두 번 재부팅되므로 새 기능 팩이 적용됩니다.

재부팅이 완료되면 스토리지 배열이 응답 상태로 돌아갑니다.

6. 호스트 포트에 원하는 프로토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a.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하드웨어 * 를 선택합니다.

b. Show back of shelf * 를 클릭합니다.

c. 컨트롤러 A 또는 컨트롤러 B의 그래픽을 선택합니다

d. 컨텍스트 메뉴에서 * 설정 보기 * 를 선택합니다.

e. Host Interfaces * 탭을 선택합니다.

f. 추가 설정 표시 * 를 클릭합니다.

g. 베이스보드 포트와 HIC 포트("슬롯 1" 레이블)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각 포트 유형에 원하는 프로토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로 이동합니다 "호스트 프로토콜 변환을 완료합니다".

E5700 호스트 프로토콜 변환 완료

호스트 포트의 프로토콜을 변환한 후 새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한 추가 단계를 수행합니다.

완료해야 하는 단계는 베이스보드 호스트 포트와 HIC 포트의 시작 및 끝 프로토콜에 따라 다릅니다.

FC에서 iSCSI로 변환을 완료합니다

이전에 FC 호스트 포트를 iSCSI로 변환한 경우, iSCSI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구성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iSCSI HIC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은 이미 사용 중인 스토리지 배열을 변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호스트 및 볼륨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새 스토리지 배열을 변환하는 경우에는 이 작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스토리지
배열의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을 변환한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케이블 연결 절차" 케이블 및 SFP 설치 그런 다음 의
지침을 따릅니다 "Linux Express 구성", "Windows Express 구성", 또는 "VMware Express 구성" 를 눌러 각
프로토콜에 대한 설정을 완료합니다.

단계

1.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iSCSI 트래픽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스위치는 공급업체의 iSCSI 권장 사항에 따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에는 구성 지시문과 코드 업데이트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메뉴: 하드웨어 [iSCSI 포트 구성]을 선택합니다.

3. 포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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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으로 iSCSI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성을 선택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호스트 정의를 업데이트합니다.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System

Manager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a. 스토리지 [호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b. 포트를 연결할 호스트를 선택하고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호스트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c. 호스트 포트 * 탭을 클릭합니다.

d. 추가 * 를 클릭하고 * 호스트 포트 추가 *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새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의 길이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기술에 의해 결정됩니다. FC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은
16자여야 합니다. iSCSI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은 최대 223자입니다. 포트는 고유해야 합니다. 이미 구성된
포트 번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 삭제 * 를 클릭하고 * 호스트 포트 삭제 *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제거(연결 해제)합니다.

Delete * 옵션은 호스트 포트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호스트 포트와 호스트 간의 연결을
제거합니다. 호스트 버스 어댑터 또는 iSCSI 이니시에이터를 제거하지 않는 한, 호스트 포트는 컨트롤러에서
계속 인식됩니다.

f. 호스트 포트 식별자 설정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g. 추가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추가 및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반복합니다.

5. 호스트를 재부팅하거나 호스트가 LUN을 올바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재검색을 수행합니다.

6. 볼륨을 다시 마운트하거나 블록 볼륨을 사용하여 시작합니다.

738



다음 단계

호스트 프로토콜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iSCSI를 FC로 변환합니다

이전에 iSCSI 호스트 포트를 FC로 변환한 경우, FC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구성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FC HIC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작업은 이미 사용 중인 스토리지 배열을 변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호스트 및 볼륨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새 스토리지 배열을 변환하는 경우에는 이 작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스토리지
배열의 호스트 포트 프로토콜을 변환한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케이블 연결 절차" 케이블 및 SFP 설치 그런 다음 의
지침을 따릅니다 "Linux Express 구성", "Windows Express 구성", 또는 "VMware Express 구성" 를 눌러 각
프로토콜에 대한 설정을 완료합니다.

단계

1. HBA 유틸리티를 설치하고 이니시에이터 WWPN을 확인합니다.

2. 스위치를 조닝(Zoning)합니다.

스위치를 조닝하면 호스트가 스토리지에 접속할 수 있고 경로 수가 제한됩니다. 스위치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조닝(Zoning)합니다.

3.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호스트 정의를 업데이트합니다.

a. 스토리지 [호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b. 포트를 연결할 호스트를 선택하고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호스트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c. 호스트 포트 * 탭을 클릭합니다.

d. 추가 * 를 클릭하고 * 호스트 포트 추가 *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새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739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의 길이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기술에 의해 결정됩니다. FC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은
16자여야 합니다. iSCSI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은 최대 223자입니다. 포트는 고유해야 합니다. 이미 구성된
포트 번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 삭제 * 를 클릭하고 * 호스트 포트 삭제 *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제거(연결 해제)합니다.

Delete * 옵션은 호스트 포트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호스트 포트와 호스트 간의 연결을
제거합니다. 호스트 버스 어댑터 또는 iSCSI 이니시에이터를 제거하지 않는 한, 호스트 포트는 컨트롤러에서
계속 인식됩니다.

f. 호스트 포트 식별자 설정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g. 추가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추가 및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반복합니다.

4. 호스트를 재부팅하거나 재검색을 수행하여 호스트가 매핑된 스토리지를 올바르게 검색하도록 합니다.

5. 볼륨을 다시 마운트하거나 블록 볼륨을 사용하여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

호스트 프로토콜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IB-iSER을 IB-SRP, NVMe over IB, NVMe over RoCE 또는 NVMe over FC로 완전히 변환

기능 팩 키를 적용하여 InfiniBand iSER HIC 포트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SRP, NVMe over InfiniBand, NVMe

over RoCE 또는 NVMe over Fibre Channel로 변환하면 적절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호스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계

1. SRP, iSER 또는 NVMe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호스트를 구성합니다.

SRP, iSER 또는 NVMe를 사용하도록 호스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Linux

Express 구성".

2. SRP 구성을 위해 호스트를 스토리지 어레이에 연결하려면 적절한 옵션으로 InfiniBand 드라이버 스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정 설정은 Linux 배포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를 확인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솔루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추가 권장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단계

호스트 프로토콜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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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관리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오브젝트 및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관리,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문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System Manager 11.7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에 액세스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11.7 온라인 도움말"에서 스토리지 어레이의 계획, 구성, 관리 및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Unified Manager 5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에 액세스합니다 "SANtricity Unified Manager 5 온라인 도움말"에서는 여러 네트워크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스토리지
관리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명령 참조

에 액세스합니다 "명령 참조"에서는 CLI(Command Line Interface) 명령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를 구성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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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ricity 솔루션을 사용하십시오

웹 서비스 프록시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 개요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는 호스트 시스템에 별도로 설치되는 RESTful API 서버로, 수백
개의 새로운 NetApp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이 대리인에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인 SANtricity Unified Manager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 개요

웹 서비스 프록시를 설치 및 구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및 업그레이드 요구 사항 검토".

2. "웹 서비스 프록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3. "API 및 Unified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4. "웹 서비스 프록시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Unified Manager — 프록시 설치에는 최신 E-Series 및 EF-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구성 액세스를
제공하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인 SANtricity Unified Manager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에서 제공되는 Unified Manager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SANtricity 소프트웨어 문서 사이트입니다".

• GitHub 저장소 — GitHub에는 NetApp SANtricity 웹 서비스 API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 스크립트의 수집
및 구성을 위한 저장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포지토리에 액세스하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웹 서비스
샘플".

•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 웹 서비스는 거의 모든 SANtricity 관리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RESTful API로, REST 개념에 익숙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아키텍처 스타일 및
네트워크 기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설계".

•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 웹 서비스 내의 데이터는 JSON을 통해 인코딩되므로 JSON 프로그래밍
개념에 익숙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JSON을 소개합니다".

웹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웹 서비스 및 Unified Manager 개요

웹 서비스 프록시를 설치 및 구성하기 전에 웹 서비스 및 SANtricity 통합 관리자의 개요를 읽어
보십시오.

웹 서비스

웹 서비스는 NetApp E-Series 및 EF-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성,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입니다. API 요청을 발급하여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프로비저닝, 성능 모니터링과
같은 워크플로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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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API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익숙해야 합니다.

•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 웹 서비스 내의 데이터는 JSON을 통해 인코딩되므로 JSON 프로그래밍
개념에 익숙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JSON을 소개합니다".

•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 웹 서비스는 거의 모든 SANtricity 관리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RESTful API로, REST 개념에 익숙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아키텍처 스타일 및
네트워크 기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설계".

•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 Java 및 Python은 웹 서비스 API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이지만,

HTTP 요청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API 상호 작용에 충분합니다.

웹 서비스는 다음 두 가지 구현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 Embedded * — RESTful API 서버는 NetApp SANtricity 11.30 이상 버전을 실행하는 E2800/EF280 스토리지
시스템의 각 컨트롤러, SANtricity 11.40 이상 버전을 실행하는 E5700/EF570, SANtricity 11.60 이상 버전을
실행하는 EF300 또는 EF600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프록시 * —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는 Windows 또는 Linux 서버에 별도로 설치되는 RESTful API

서버입니다. 이 호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수백 가지의 새로운 기존 NetApp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개 이상의 스토리지 시스템이 있는 네트워크에는 프록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프록시는
포함된 API보다 더 효율적으로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API의 코어는 두 가지 구축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프록시와 포함된 버전을 비교하여 보여 줍니다.

고려 사항 프록시 임베디드

설치 호스트 시스템(Linux 또는
Windows)이 필요합니다. 프록시는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NetApp Support 사이트" 또는 을
누릅니다 "DockerHub를
참조하십시오".

설치 또는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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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항 프록시 임베디드

보안 기본적으로 최소 보안 설정이
사용됩니다.

개발자가 API를 빠르고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보안 설정이 낮습니다.

필요한 경우 포함된 버전과 동일한
보안 프로필을 사용하여 프록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보안 설정이
사용됩니다.

API가 컨트롤러에서 직접 실행되므로
보안 설정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HTTP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으며
HTTPS에 대한 모든 SSL 및 이전
TLS 암호화 프로토콜을
비활성화합니다.

중앙 집중식 관리 하나의 서버에서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내장된 컨트롤러만 관리합니다.

Unified Manager를 참조하십시오

프록시 설치 패키지에는 E2800, E5700, EF300, EF600과 같은 최신 E-Series 및 EF-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구성 액세스를 제공하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인 Unified Manager가 포함됩니다.

Unified Manager에서 다음 일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중앙 보기에서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의 상태를 봅니다

• 네트워크에서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 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여러 시스템으로 설정을 가져옵니다

•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호환성 및 제한

웹 서비스 프록시 사용에 적용되는 호환성 및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 사항 호환성 또는 제한

HTTP 지원 웹 서비스 프록시는 HTTP 또는 HTTP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버전의 웹 서비스는 보안상의 이유로
HTTPS가 필요합니다.)

기술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를 사용하면 이전 시스템과 최신 E2800,

EF280, E5700, EF570, EF300 등의 모든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F600 시리즈
시스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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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항 호환성 또는 제한

IP 지원 웹 서비스 프록시는 IPv4 프로토콜 또는 IPv6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가 컨트롤러 구성에서
관리 주소를 자동으로 검색하려고 하면
IPv6 프로토콜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전달 중 또는 IPv6가 서버에 있지
않고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가 오류의 가능한
원인입니다.

NVSRAM 파일 이름 제약 조건 웹 서비스 프록시는 NVSRAM 파일 이름을 사용하여 버전
정보를 정확하게 식별합니다. 따라서 웹 서비스 프록시와
함께 사용되는 NVSRAM 파일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는 이름이 바뀐 NVSRAM 파일을 유효한
펌웨어 파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Symbol 웹 Symbol Web은 REST API의 URL입니다. 거의 모든
심볼 호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YMBOL 함수는 다음
URL의 일부입니다.

'http://host:port/devmgr/storage-system/storage 배열
ID/기호/기호 함수'

Symbol에서 사용하지 않는 스토리지
시스템은 웹 서비스 프록시를 통해
지원됩니다.

API 기본 사항

웹 서비스 API에서 HTTP 통신에는 요청 응답 주기가 포함됩니다.

요청의 URL 요소입니다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도구에 관계없이 웹 서비스 API에 대한 각 호출은 URL, HTTP 동사 및 Accept 헤더와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모든 요청은 다음 예제와 같이 URL을 포함하며 표에 설명된 요소를 포함합니다.

(https://webservices.name.com:8443/devmgr/v2/storage-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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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설명

HTTP 전송

'https://'

웹 서비스 프록시를 사용하면 HTTP 또는 HTTP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웹 서비스는 보안상의 이유로 HTTPS가
필요합니다.

기본 URL 및 포트입니다

"webservices.name.com:8443`

각 요청은 웹 서비스의 활성 인스턴스로 올바르게
라우팅되어야 합니다. 수신 대기 포트와 함께 인스턴스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는 포트 8080(HTTP의 경우) 및
포트 8443(HTTPS의 경우)을 통해 통신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의 경우 프록시 설치 중에 또는
wsconfig.xml 파일에서 두 포트를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이터
센터 호스트에서 포트 경합이 흔히 발생합니다.

Embedded Web Services의 경우 컨트롤러의 포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안 연결의 경우 기본적으로 포트
8443이 됩니다.

API 경로

devmgr/v2/storage-systems를 선택합니다

Web Services API 내의 특정 REST 리소스 또는 끝점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끝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devmgr/v2/<resource>/[id]'

API 경로는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Devmgr(장치 관리자)는 웹 서비스 API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 v2 는 액세스 중인 API의 버전을 나타낸다. 또한
"utils"를 사용하여 로그인 끝점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 문서내 분류는 스토리지 시스템이다.

지원되는 HTTP 동사

지원되는 HTTP 동사에는 GET, POST 및 DELETE가 포함됩니다.

• 가져오기 요청은 읽기 전용 요청에 사용됩니다.

• POST 요청은 개체를 만들고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며, 보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읽기 요청에도 사용됩니다.

• 삭제 요청은 일반적으로 관리에서 개체를 제거하거나, 개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개체의 상태를 다시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 웹 서비스 API는 PUT 또는 패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POST를 사용하여 이러한 동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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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적용

요청 본문을 반환할 때 Web Services는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일부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text/html""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경우 API는 HTTP 코드 406으로
응답하여 이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JSON을 응답 유형으로 기대하는 모든
경우에 Accept 헤더를 ""application/json""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응답 본문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예: 삭제), 수락
헤더를 사용해도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응답

API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지면 응답이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 HTTP 상태 코드 — 요청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선택적 응답 본문 — 일반적으로 실패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리소스 또는 바디의 상태를 나타내는
JSON 바디를 제공합니다.

결과 응답 본문의 모양을 확인하려면 상태 코드와 콘텐츠 형식 헤더를 확인해야 합니다. HTTP 상태 코드 200-203 및
422의 경우 Web Services는 응답으로 JSON 본문을 반환합니다. 다른 HTTP 상태 코드의 경우, Web Services는
일반적으로 추가 JSON 본문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양이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204) 상태가 자체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에는 일반적인 HTTP 상태 코드 및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각 HTTP 코드와 관련된 정보가 JSON

본문에서 반환되는지 여부도 나타냅니다.

HTTP 상태 코드입니다 설명 JSON 바디

200 정상 성공적인 응답을 나타냅니다. 예

201 생성됨 개체가 생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코드는 200 상태가 아닌 몇 가지 드문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

202 수락됨 요청이 비동기 요청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었지만 실제 결과를 얻으려면
후속 요청을 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예

203 권한 없는 정보입니다 200개의 응답과 비슷하지만 웹
서비스는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예: 현재 캐시된
데이터만 사용 가능).

예

204 콘텐츠 없음 작업이 성공했지만 응답 본문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아니요

400 잘못된 요청 요청에 제공된 JSON 본문이 유효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아니요

401 승인되지 않음 인증 실패가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자격 증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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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입니다 설명 JSON 바디

403 사용 금지 인증 실패 - 인증된 사용자에게 요청된
끝점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아니요

404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요청한 리소스를 찾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
API 또는 ID에서 요청한 존재하지
않는 리소스에 대해 유효합니다.

아니요

422 처리할 수 없는 엔터티 요청이 일반적으로 제대로
구성되었지만 입력 매개 변수가
잘못되었거나 스토리지 시스템의
상태가 웹 서비스가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예

424 실패한 종속성 웹 서비스 프록시에서 요청된
스토리지 시스템을 현재 액세스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웹 서비스가 요청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429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요청 한도를 초과했으며 나중에 다시
시도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아니요

샘플 스크립트

GitHub에는 NetApp SANtricity 웹 서비스 API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 스크립트의 수집 및 구성을 위한
저장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포지토리에 액세스하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웹 서비스 샘플".

용어 및 개념

다음 용어는 웹 서비스 프록시에 적용됩니다.

기간 정의

API를 참조하십시오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개발자가 장치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 및 메서드 집합입니다. 웹
서비스 API는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과 통신하는 데
사용됩니다.

ASUP ASUP(AutoSupport) 기능은 고객 지원 번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격 문제 해결 및 문제 분석을 위해
메시지 파일을 기술 지원 팀에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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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정의

엔드포인트 끝점은 API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끝점에는
HTTP 동사와 URI 경로가 포함됩니다. 웹 서비스에서
끝점은 스토리지 시스템 검색 및 볼륨 생성과 같은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HTTP 동사 HTTP 동사는 데이터 검색 및 만들기와 같은 끝점에 대한
해당 작업입니다. 웹 서비스에서 HTTP 동사는 POST,

GET 및 DELETE를 포함합니다.

JSON을 참조하십시오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은 XML과 유사한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읽을 수 있는 최소 형식을
사용합니다. 웹 서비스 내의 데이터는 JSON을 통해
인코딩됩니다.

REST/RESTful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는 API의
아키텍처 스타일을 정의하는 느슨한 사양입니다. 대부분의
REST API는 사양을 완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restful"

또는 "reST-like"로 묘사됩니다. 일반적으로 "restful"

API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의미를 따르는 HTTP 기반

• 정형 데이터의 생산자 및 소비자(JSON, XML 등)

• 오브젝트 지향(운영 중심 대신)

웹 서비스는 거의 모든 SANtricity 관리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RESTful API입니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은 E-Series 어레이로, 쉘프, 컨트롤러,

드라이브,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기호 API Symbol은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레거시 API를 제공합니다. 웹 서비스 API의 기본 구현에는
기호가 사용됩니다.

웹 서비스 Web Services는 개발자가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설계된 API입니다. 웹 서비스는 컨트롤러에
내장되어 있고 Linux 또는 Windows에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록시와 같은 두 가지 구현이 있습니다.

설치 및 구성

설치 및 업그레이드 요구 사항 검토

웹 서비스 프록시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 요구 사항 및 업그레이드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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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요구 사항

Windows 또는 Linux 호스트 시스템에 웹 서비스 프록시를 설치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설치에는 다음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요구 사항 설명

호스트 이름 제한 웹 서비스 프록시를 설치할 서버의 호스트 이름에 ASCII

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서버에 대해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Java Keytool의 제한 사항 때문입니다.

서버의 호스트 이름에 밑줄(_)과 같은 다른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설치 후 Webserver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운영 체제 다음 운영 체제에 프록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리눅스

• Windows

운영 체제 및 펌웨어 호환성에 대한 전체 목록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Linux: 추가 고려 사항 Webserver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Linux 표준 기본
라이브러리(init-function)가 필요합니다. 운영 체제용
LSB/insserv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adme 파일의 "추가 패키지 필요"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다중 인스턴스 서버에 웹 서비스 프록시 인스턴스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내의 여러 서버에 프록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량 계획 웹 서비스 프록시는 로깅에 충분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한 설치 공간 — 275MB

• 최소 로깅 공간 — 200MB

• 시스템 메모리 — 2GB, 힙 공간은 기본적으로
1Gb입니다

디스크 공간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여 영구 스토리지 및
로깅을 위해 사용 가능한 디스크 드라이브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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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설명

라이센스 웹 서비스 프록시는 라이센스 키가 필요하지 않은 독립
실행형 무료 제품입니다. 그러나 해당 저작권 및 서비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프록시를 그래픽 또는 콘솔 모드로
설치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에
동의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고려 사항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이 보존되거나 제거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웹 서비스 프록시의 경우 이전 구성 설정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설정에는 사용자 암호, 검색된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

서버 인증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및 서버 런타임 구성이 포함됩니다.

• Unified Manager의 경우, 이전에 저장소에 로드된 모든 SANtricity OS 파일이 업그레이드 중에 제거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 파일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합니다

설치에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Linux 또는 Windows 서버에 프록시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지침을 사용하여 프록시를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NetApp Support 사이트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설치 파일과 readme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패키지에는 웹 서비스 프록시 및 Unified Manager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계

1. 로 이동합니다 "NetApp 지원 - 다운로드".

2. E-Series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 * 를 선택합니다.

3. 지침에 따라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서버에 맞는 올바른 다운로드 패키지를 선택해야 합니다(예: Windows의 경우
EXE, Linux의 경우 bin 또는 RPM).

4. 프록시 및 Unified Manager를 설치할 서버에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Windows 또는 Linux 서버에 설치합니다

세 가지 모드(그래픽, 콘솔 또는 자동)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RPM 파일(Linux만 해당)을 사용하여 웹 서비스 프록시 및
Unified Manag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설치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 프록시 및 Unified Manager를 설치할 서버에 올바른 설치 파일(Windows의 경우 EXE, Linux의 경우 BIN)을
다운로드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픽 모드 설치

Windows 또는 Linux의 그래픽 모드에서 설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모드에서 프롬프트는 Windows 스타일
인터페이스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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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한 폴더에 액세스합니다.

2. 다음과 같이 Windows 또는 Linux에 대한 설치를 시작합니다.

◦ Windows — 설치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S antricity_webservices - windows_x64-nn.nn.nn.nn.nnnn.exe'

◦ Linux — 'santricity_webservices -linux_x64-nn.nn.nn.nn.nn.bin' 명령을 실행합니다

위의 파일 이름에서 ' nn.nn.nn.nnnn’은 버전 번호를 나타냅니다.

설치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NetApp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 + Unified Manager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3.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를 따릅니다.

설치 중에 여러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부 구성 매개변수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나중에
구성 파일에서 이러한 선택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에는 구성 매개 변수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4. Webserver Started 메시지가 나타나면 * OK * 를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설치 완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Unified Manager 또는 대화형 API 설명서를 실행하려면 확인란을 클릭한 다음 * 완료 * 를 클릭합니다.

콘솔 모드 설치

Windows 또는 Linux의 경우 콘솔 모드에서 설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콘솔 모드에서는 터미널 창에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단계

1. '<파일 이름 설치> -i 콘솔' 명령을 실행합니다

위 명령에서 '<설치 파일 이름>'은 다운로드한 프록시 설치 파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예: 'santricity_webservices-

windows_x64-nn.nn.nn.nnnn.exe').

설치 과정 중 언제든지 설치를 취소하려면 명령 프롬프트에 quit를 입력합니다.

설치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시작 설치 관리자 — 소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2.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를 따릅니다.

설치 중에 여러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부 구성 매개변수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나중에
구성 파일에서 이러한 선택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에는 구성 매개 변수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3. 설치가 완료되면 * Enter * 를 눌러 설치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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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모드 설치

Windows 또는 Linux에서 자동 모드로 설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무음 모드에서는 터미널 창에 반환 메시지나
스크립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계

1. '<파일 이름 설치> -i silent' 명령을 실행합니다

위 명령에서 '<설치 파일 이름>'은 다운로드한 프록시 설치 파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예: 'santricity_webservices-

windows_x64-nn.nn.nn.nnnn.exe').

2. Enter * 를 누릅니다.

설치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터미널 창에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rpm 명령 설치(Linux만 해당)

RPM 패키지 관리 시스템과 호환되는 Linux 시스템의 경우 선택적 RPM 파일을 사용하여 웹 서비스 프록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RPM 파일을 프록시 및 Unified Manager를 설치할 서버로 다운로드합니다.

2. 터미널 창을 엽니다.

3.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rpm -u sSANtricity_webservices-nn.nn.nn.nnnn-n. x86_64.rpm

위 명령에서 nn.nn.nn.nnnn은 버전 번호를 나타냅니다.

설치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터미널 창에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API 및 Unified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웹 서비스에는 REST API와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는 API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브라우저 기반 인터페이스인 Unified

Manager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웹 서비스 API에 로그인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를 설치한 후 브라우저에서 대화형 API 설명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PI 설명서는 웹 서비스의 각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며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적 PDF 형식으로도
제공됩니다. 대화형 버전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를 열고 웹 서비스가 있는 위치(포함된 버전의 컨트롤러 또는
프록시의 서버)를 가리키는 URL을 입력합니다.

웹 서비스 API는 OpenAPI 사양(원래 Swagger 사양이라고 함)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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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로그인의 경우 "admin" 자격 증명을 사용합니다. "관리자"는 모든 기능 및 역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슈퍼 관리자로
간주됩니다.

단계

1. 브라우저를 엽니다.

2. 포함된 또는 프록시 구현의 URL을 입력합니다.

◦ 포함: 'https://<controller>:<port>/devmgr/docs/`

이 URL에서 "<controller>"는 컨트롤러의 IP 주소 또는 FQDN이며 "<port>"는 컨트롤러의 관리 포트
번호입니다(기본값은 8443임).

◦ 프록시: "http[s]://<server>:<port>/devmgr/docs/"

이 URL에서 '<server>'는 프록시가 설치된 서버의 IP 주소 또는 FQDN이며 수신 포트 번호는 '<port>'입니다
(기본값은 HTTP의 경우 8080, HTTPS의 경우 8443입니다).

수신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 프록시는 충돌을 감지하고 다른 수신 포트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브라우저에서 API 설명서가 열립니다.

3. 대화형 API 문서가 열리면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드롭다운 메뉴로 이동하여 * utils * 를 선택합니다.

4. 사용 가능한 끝점을 보려면 * 로그인 * 범주를 클릭합니다.

5. POST:/login * 끝점을 클릭한 다음 * try it out * 을 클릭합니다.

6. 처음 로그인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 및 암호에 admin 을 입력합니다.

7. Execute * 를 클릭합니다.

8. 스토리지 관리를 위한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상단의 드롭다운 메뉴로 이동하여 * v2 * 를 선택합니다.

끝점의 상위 수준 범주가 표시됩니다. 표에 설명된 대로 API 설명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영역 설명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버전 2의
API 설명서(V2), 기호 인터페이스(기호 V2) 및 로그인할
수 있는 API 유틸리티(유틸리티) 간에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API 설명서 버전 1은 사전 릴리스
버전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V1은 드롭다운 메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주 API 설명서는 상위 범주(예: Administration,

Configuration)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끝점을
보려면 범주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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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설명

엔드포인트 URL이 반환될 가능성이 있는 URL 경로, 필수 매개
변수, 응답 본문 및 상태 코드를 보려면 끝점을
선택합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Try it Out * 을 클릭하여 끝점과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엔드포인트의 확장 보기 각각에
제공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파라미터 입력을 위한 필드가
나타납니다(해당하는 경우). 그런 다음 값을 입력하고 *

Execute * 를 클릭합니다.

대화형 설명서는 JavaScript를 사용하여 API에 직접
요청을 합니다. 테스트 요청이 아닙니다.

Unified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를 설치한 후 Unified Manager에 액세스하여 웹 기반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Unified Manager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를 열고 프록시가 설치된 위치를 가리키는 URL을 입력합니다. 다음
브라우저 및 버전이 지원됩니다.

브라우저 최소 버전

Google Chrome 79

Microsoft Internet Explorer를 참조하십시오 11

Microsoft Edge를 참조하십시오 79

Mozilla Firefox 70

사파리 12

단계

1. 브라우저를 열고 다음 URL을 입력합니다.

'http[s]://<server>:<port>/um'

이 URL에서 "<server>"는 웹 서비스 프록시가 설치된 서버의 IP 주소 또는 FQDN을 나타내며 "<port>"는 수신
대기 포트 번호를 나타냅니다(기본값은 HTTP의 경우 8080, HTTPS의 경우 8443입니다).

Unified Manager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2. 처음 로그인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에 admin을 입력한 다음 admin 사용자의 암호를 설정 및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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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는 최대 3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암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fied Manager 온라인
도움말의 액세스 관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웹 서비스 프록시를 구성합니다

사용자 환경의 고유한 운영 및 성능 요구 사항에 맞게 웹 서비스 프록시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Webserver를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합니다

Webserver 서비스는 설치 중에 시작되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됩니다. 일부 구성 작업 중에 Webserver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Windows의 경우 * 시작 * 메뉴로 이동하여 관리 도구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 NetApp SANtricity 웹 서비스
* 를 찾은 다음 * 중지 * 또는 * 재시작 * 을 선택합니다.

◦ Linux의 경우 운영 체제 버전의 Webserver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설치 중에 어떤
데몬이 시작되었는지 팝업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web_services_proxy 웹 서버가 설치 및 시작되었습니다. systemctl start | stop | restart | status

web_services_proxy.service` 를 사용하여 IT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emctl' 명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트 충돌을 해결합니다

정의된 주소 또는 포트에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동안 웹 서비스 프록시가 실행되고 있으면
wsconfig.xml 파일에서 포트 충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다음 위치에 있는 wsconfig.xml 파일을 엽니다.

◦ (Windows) — C:\Program Files\NetApp\SANtricity Web Services Proxy

◦ (Linux) --/opt/NetApp/SANtricity_web_services_proxy

2. wsconfig.xml 파일에 다음 줄을 추가합니다. 이 때 _n_은 포트 번호입니다.

<sslport clientauth=”request”>*n*</sslport>

<port>n</port>

다음 표에서는 HTTP 포트 및 HTTPS 포트를 제어하는 특성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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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상위 노드 속성 필수 요소입니다

구성 구성의 루트
노드입니다

null입니다 버전 - 구성 스키마의
버전은 현재
1.0입니다.

예

슬포트 SSL 요청을 수신
대기하는 TCP 포트.

기본값은
8443입니다.

구성 클라이언트 인증 아니요

포트 HTTP 요청을 수신할
TCP 포트, 기본값은
8080입니다.

구성 - 아니요

3.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4. Webserver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로드 밸런싱 및/또는 고가용성을 구성합니다

고가용성(HA) 구성에서 웹 서비스 프록시를 사용하려면 로드 밸런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HA 구성에서 일반적으로
단일 노드는 모든 요청을 수신하지만 다른 노드는 대기 중이거나 모든 노드에 걸쳐 요청이 로드 밸런싱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는 고가용성(HA) 환경에 존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API는 요청 수신자와 관계없이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태그 및 폴더는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웹 서비스 프록시 인스턴스 간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태그와 폴더는 두 가지 예외입니다.

그러나 일부 요청에서는 몇 가지 알려진 타이밍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프록시의 한 인스턴스는 작은 창의 두 번째
인스턴스보다 더 빠른 새 데이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는 이 타이밍 문제를 제거하는 특수 구성을
포함합니다. 이 옵션은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 서비스 요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므로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INI 파일(Windows의 경우) 또는 .SH 파일(Linux의 경우)에 속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단계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Windows: appserver64.ini 파일을 열고 Dload-balance.enabled=true 속성을 추가합니다.

예: ``vmarg.7=-Dload-balance.enabled=true’

◦ Linux: webserver.sh 파일을 열고 Dload-balance.enabled=true 속성을 추가합니다.

예: debug_start_options="-dload-balance.enabled=true""

2.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3. Webserver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기호 HTTPS를 비활성화합니다

기호 명령(기본 설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RPC(원격 프로시저 호출)를 통해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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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은 wsconfig.xml 파일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 프록시는 SANtricity OS 버전 08.40 이상을 실행하는 모든 E2800 시리즈 및 E5700 시리즈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HTTPS를 통해 기호 명령을 보냅니다. HTTPS를 통해 전송되는 기호 명령이 스토리지
시스템에 인증됩니다. 필요한 경우 HTTPS 기호 지원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RPC를 통해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RPC를 통한 기호가 구성될 때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모든 수동 명령이 인증 없이 설정됩니다.

RPC를 통한 기호가 사용되는 경우 웹 서비스 프록시는 기호 관리 포트가 비활성화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다음 위치에 있는 wsconfig.xml 파일을 엽니다.

◦ (Windows) — C:\Program Files\NetApp\SANtricity Web Services Proxy

◦ (Linux) --/opt/NetApp/SANtricity_web_services_proxy

2. 'devic고객전략' 항목에서 'eudemgt Preferred' 값을 rpcOnly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env key="devicemgt.symbolclientStrategy">rpcOnly</env>'

3. 파일을 저장합니다.

오리진 간 리소스 공유를 구성합니다

CORS(Cross-origin Resource Sharing)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ORS는 다른 오리진의 서버에서 선택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나의 오리진에서 실행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추가 HTTP 헤더를
사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CORS는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cors.cfg 파일에 의해 처리됩니다. CORS 구성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으므로 도메인 간
액세스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성 파일이 없으면 CORS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cors.cfg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이 사용됩니다. cors.cfg

파일이 비어 있으면 CORS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작업 디렉터리에 있는 cors.cfg 파일을 엽니다.

2. 파일에 원하는 선을 추가합니다.

CORS 구성 파일의 각 줄은 일치시킬 정규식 패턴입니다. 원점 머리글은 cors.cfg 파일의 선과 일치해야 합니다.

오리진 헤더와 일치하는 회선 패턴이 있으면 요청이 허용됩니다. 호스트 요소뿐만 아니라 전체 원점을 비교합니다.

3. 파일을 저장합니다.

요청은 호스트 및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에 따라 일치됩니다.

• localhost를 모든 프로토콜--"\ * localhost *"와 일치시킵니다

• HTTPS에 대해서만 localhost 일치 --'https://local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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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프록시를 제거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 및 Unified Manager를 제거하려면 프록시를 설치하는 데 사용한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모드(그래픽, 콘솔, 자동 또는 RPM 파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모드 제거

Windows 또는 Linux의 그래픽 모드에서 제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모드에서 프롬프트는 Windows 스타일
인터페이스에 나타납니다.

단계

1. 다음과 같이 Windows 또는 Linux에 대한 제거를 실행합니다.

◦ Windows — uninstall_web_services_proxy 제거 파일이 들어 있는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기본 디렉토리는
C:/Program Files/NetApp/SANtricity Web Services Proxy/ 입니다. uninstall_web_services_proxy.exe를
두 번 클릭합니다.

또는 제어판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제거] 메뉴로 이동한 다음 "NetApp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를 선택합니다.

◦ Linux — 웹 서비스 프록시 제거 파일이 들어 있는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기본 디렉토리는 +

"/opt/netapp/sSANtricity_web_services_proxy/uninstall_web_services_proxy"에 있습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uninstall_web_services_proxy-i gui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3. 제거 대화 상자에서 * 제거 * 를 클릭합니다.

설치 제거 프로그램 진행 표시줄이 나타나고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4. 제거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면 * 완료 * 를 클릭합니다.

콘솔 모드 제거

Windows 또는 Linux의 콘솔 모드에서 제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콘솔 모드에서는 터미널 창에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단계

1. uninstall_web_services_proxy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uninstall_web_services_proxy-i console을 선택합니다

제거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3. 제거가 완료되면 * Enter * 를 눌러 설치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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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모드 제거

Windows 또는 Linux의 경우 자동 모드에서 제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무음 모드에서는 터미널 창에 반환 메시지나
스크립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계

1. uninstall_web_services_proxy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uninstall_web_services_proxy-i silent

제거 프로세스가 실행되지만 터미널 창에는 반환 메시지 또는 스크립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후 터미널 창에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rpm 명령 제거(Linux만 해당)

RPM 명령을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에서 웹 서비스 프록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터미널 창을 엽니다.

2. 다음 명령줄을 입력합니다.

rpm -e sSANtricity_webservices를 나타냅니다

제거 프로세스는 원본 설치에 포함되지 않은 파일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을 수동으로
삭제하여 웹 서비스 프록시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에서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합니다

보안을 위해 웹 서비스 API 및 Unified Manager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관리 개요

액세스 관리에는 역할 기반 로그인, 암호 암호화, 기본 인증 및 LDAP 통합이 포함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는 사전 정의된 사용자를 역할에 연결합니다. 각 역할은 특정 수준의 기능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역할 설명

security.admin을 선택합니다 SSL 및 인증서 관리.

storage.admin을 선택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에 대한 전체 읽기/쓰기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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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설명

Storage.monitor를 선택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

support.admin을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에 액세스하고
AutoSupport(ASUP) 검색 등의 작업을 지원합니다.

기본 사용자 계정은 users.properties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users.properties 파일을 직접 수정하거나 Unified

Manager의 액세스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Web Services 프록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로그인을 보여 줍니다.

사전 정의된 사용자 로그인 설명

관리자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고 모든 역할을 포함하는 슈퍼
관리자. Unified Manager의 경우 처음 로그인할 때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관리자는 모든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담당합니다. 이
사용자는 storage.admin, support.admin,

storage.monitor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계정은
암호를 설정할 때까지 비활성화됩니다.

보안 보안 구성을 담당하는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에게는
security.admin 및 storage.monitor 역할이 포함됩니다.

이 계정은 암호를 설정할 때까지 비활성화됩니다.

지원 하드웨어 리소스, 장애 데이터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담당하는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에게는 support.admin

및 storage.monitor 역할이 포함됩니다. 이 계정은 암호를
설정할 때까지 비활성화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는 storage.monitor 역할만
포함합니다. 이 계정은 암호를 설정할 때까지
비활성화됩니다.

RW(기존 어레이의 경우) RW(읽기/쓰기) 사용자에게는 storage.admin,

support.admin, storage.monitor 등의 역할이
포함됩니다. 이 계정은 암호를 설정할 때까지
비활성화됩니다.

RO(기존 스토리지의 경우) ro(읽기 전용) 사용자에게는 storage.monitor 역할만
포함됩니다. 이 계정은 암호를 설정할 때까지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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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암호화

각 암호에 기존 SHA256 암호 인코딩을 사용하여 추가 암호화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암호화
프로세스는 각 SHA256 해시 암호화에 대해 각 암호(SALT)에 임의의 바이트 세트를 적용합니다. 새로 만든 모든 암호에
소금된 SHA256 암호화가 적용됩니다.

Web Services Proxy 3.0 릴리스 이전에는 SHA256 해싱만 사용하여 암호를 암호화했습니다. 기존
SHA256 해시 전용 암호화된 암호는 이 인코딩을 유지하며 users.properties 파일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SHA256 해시 전용 암호화 암호는 SHA256 암호화를 사용하는 암호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본 인증

기본적으로 기본 인증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서버가 기본 인증 과제를 반환함을 의미합니다. 이 설정은
wsconfig.xml 파일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LDAP를 지원합니다

분산 디렉터리 정보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콜인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가 웹 서비스 프록시에 대해 활성화됩니다. LDAP 통합을 통해 사용자 인증 및 역할을 그룹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LDAP 기능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fied Manager 인터페이스 또는 대화형 API 설명서의 LDAP 섹션에서 구성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액세스를 구성합니다

암호에 추가 암호화를 적용하고 기본 인증을 설정하며 역할 기반 액세스를 정의하여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암호에 추가 암호화를 적용합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위해 기존 SHA256 암호 인코딩을 사용하여 암호에 추가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암호화 프로세스는 각 SHA256 해시 암호화에 대해 각 암호(SALT)에 임의의 바이트 세트를 적용합니다. 새로
만든 모든 암호에 소금된 SHA256 암호화가 적용됩니다.

단계

1. 다음 위치에 있는 users.properties 파일을 엽니다.

◦ (Windows) — C:\Program Files\NetApp\SANtricity Web Services Proxy\Data\config입니다

◦ (Linux) --/opt/NetApp/SANtricity_web_services_proxy/data/config

2. 암호화된 암호를 일반 텍스트로 다시 입력합니다.

3. 'ecurepasswds' 명령줄 유틸리티를 실행하여 암호를 다시 암호화하거나 간단히 웹 서비스 프록시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유틸리티는 웹 서비스 프록시의 루트 설치 디렉터리에 설치됩니다.

또는 Unified Manager를 통해 암호를 편집할 때마다 로컬 사용자 암호를 솔트 및 해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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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증을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서버가 기본 인증 과제를 반환함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경우
wsconfig.xml 파일에서 해당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위치에 있는 wsconfig.xml 파일을 엽니다.

◦ (Windows) — C:\Program Files\NetApp\SANtricity Web Services Proxy

◦ (Linux) --/opt/NetApp/SANtricity_web_services_proxy

2. 파일에서 FALSE(사용 안 함) 또는 TRUE(사용 가능)를 지정하여 다음 행을 수정합니다.

예: "<env key="enable-basic-auth">true</env>"

3. 파일을 저장합니다.

4. Webserver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를 구성합니다

특정 기능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제한하려면 각 사용자 계정에 대해 지정된 역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는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를 포함하며, 이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는 역할이 미리 정의된
사용자와 연결됩니다. 각 역할은 특정 수준의 기능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users.properties 파일을 직접 수정하여 사용자
계정에 할당된 역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Unified Manager에서 Access Management를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fied Manager와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1. 다음 위치에 있는 users.properties 파일을 엽니다.

◦ (Windows) — C:\Program Files\NetApp\SANtricity Web Services Proxy\Data\config입니다

◦ (Linux) --/opt/NetApp/SANtricity_web_services_proxy/data/config

2. 수정할 사용자 계정(스토리지, 보안, 모니터, 지원, RW, 또는 ro).

admin 사용자를 수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고급 사용자입니다.

3. 필요에 따라 지정된 역할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curity.admin — SSL 및 인증서 관리.

◦ storage.admin —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에 대한 전체 읽기/쓰기 액세스 권한.

◦ Storage.monitor — 스토리지 시스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읽기 전용 액세스입니다.

◦ support.admin —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에 액세스하고 AutoSupport(ASUP) 검색과 같은
작업을 지원합니다.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는 storage.monitor 역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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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을 저장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에서 보안 및 인증서를 관리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에서 보안을 위해 SSL 포트 지정을 지정하고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보안 연결을 위해 웹 사이트 소유자를 식별합니다.

SSL을 활성화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는 보안을 위해 SSL(Secure Sockets Layer)을 사용하며, 이 보안 계층은 설치 중에 활성화됩니다.

wsconfig.xml 파일에서 SSL 포트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다음 위치에 있는 wsconfig.xml 파일을 엽니다.

◦ (Windows) — C:\Program Files\NetApp\SANtricity Web Services Proxy

◦ (Linux) --/opt/NetApp/SANtricity_web_services_proxy

2. 다음 예제와 같이 SSL 포트 번호를 추가하거나 변경합니다.

<sslport clientauth="request">8443</sslport>

결과

SSL이 구성된 상태로 서버를 시작하면 서버는 키 저장소 및 신뢰 저장소 파일을 찾습니다.

• 서버가 키 저장소를 찾지 못할 경우 서버는 첫 번째로 검색된 비루프백 IPv4 주소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키 저장소를
생성한 다음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키 저장소에 추가합니다.

• 서버에서 truststore를 찾지 못했거나 truststore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서버는 키 저장소를 truststore로 사용합니다.

인증서 확인을 건너뜁니다

보안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웹 서비스 프록시는 자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에 대해 스토리지 시스템 인증서를
검증합니다. 필요한 경우 스토리지 시스템에 접속하기 전에 프록시에서 해당 확인을 바이패스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 접속이 안전해야 합니다.

단계

1. 다음 위치에 있는 wsconfig.xml 파일을 엽니다.

◦ (Windows) — C:\Program Files\NetApp\SANtricity Web Services Proxy

◦ (Linux) --/opt/NetApp/SANtricity_web_services_proxy

2. 다음 예와 같이 trust.all.arrays 항목에 true를 입력합니다.

<env key="trust.all.arrays">true</e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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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을 저장합니다.

호스트 관리 인증서를 생성하고 가져옵니다

인증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보안 연결을 위해 웹 사이트 소유자를 식별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가 설치된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CA(인증 기관) 인증서를 생성하고 가져오려면 API 끝점을 사용합니다.

호스트 시스템의 인증서를 관리하려면 API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인증서 서명 요청(CSR)을 생성합니다.

• CSR 파일을 CA로 보낸 다음 인증서 파일을 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 서명된 인증서를 호스트 시스템으로 가져옵니다.

Unified Manager 인터페이스에서 인증서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fied

Manager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1. 에 로그인합니다 "대화형 API 설명서".

2. 오른쪽 상단의 드롭다운 메뉴로 이동한 다음 * v2 * 를 선택합니다.

3. Administration * 링크를 확장하고 * /certificates * 엔드포인트로 스크롤합니다.

4. CSR 파일 생성:

a. POST:/certificates * 를 선택한 다음 * try it out * 을 선택합니다.

웹 서버가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재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필드에 정보를 입력하여 공통 이름, 조직, 조직 단위,

대체 ID 및 CSR 생성에 사용되는 기타 정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b. 예제 값* 창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유효한 CA 인증서를 생성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OST:/certificates * 또는 * POST:/certificates/reset * 을 다시 호출하지 마십시오. 또는
CSR을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POST:/certificates * 또는 * POST:/certificates/reset * 를
호출하면 새 개인 키로 자체 서명된 새 인증서가 생성됩니다. 서버에서 개인 키를 마지막으로
다시 설정하기 전에 생성된 CSR을 보내면 새 보안 인증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새 CSR을
생성하고 새 CA 인증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c. get:/certificates/server* 끝점을 실행하여 현재 인증서 상태가 POST:/certificates 명령에서 추가된 정보와
함께 자체 서명된 인증서인지 확인합니다.

서버 인증서(별칭으로 "jetty"로 표시됨)는 현재 자체 서명되어 있습니다.

d. POST:/certificates/export * 끝점을 확장하고 * try it * 를 선택한 다음 CSR 파일의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

Execute * 를 클릭합니다.

5. fileUrl을 복사하여 새 브라우저 탭에 붙여 넣어 CSR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유효한 CA로 보내 새 웹 서버 인증서
체인을 요청합니다.

6. CA에서 새 인증서 체인을 발급하는 경우 인증서 관리자 도구를 사용하여 루트, 중간 및 웹 서버 인증서를 분리한
다음 웹 서비스 프록시 서버로 가져옵니다.

a. POST:/sslconfig/server * 끝점을 확장하고 * try it out *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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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lias * 필드에 CA 루트 인증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c. 치환 MainServerCertificate* 필드에서 * false * 를 선택합니다.

d. 새 CA 루트 인증서를 찾아 선택합니다.

e. Execute * 를 클릭합니다.

f. 인증서 업로드에 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

g. CA 중간 인증서에 대해 CA 인증서 업로드 절차를 반복합니다.

h. 새 웹 서버 보안 인증서 파일에 대해 인증서 업로드 절차를 반복합니다. 이 단계를 제외하고, * 치환
MainServerCertificate * 드롭다운에서 * true * 를 선택합니다.

i. 웹 서버 보안 인증서 가져오기가 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

j. 키 저장소에서 새 루트, 중간 및 웹 서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 get:/certificates/server * 를
실행합니다.

7. POST:/certificates/reload * 엔드포인트를 선택하여 확장한 다음 * try it out * 을 선택합니다. 두 컨트롤러를 모두
재시작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 false * 를 선택합니다. ("참"은 이중 어레이 컨트롤러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ecute * 를 클릭합니다.

/certificates/reload* 끝점은 대개 성공적인 http 202 응답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웹 서버 truststore 및 keystore

인증서를 다시 로드하면 API 프로세스와 웹 서버 인증서 다시 로드 프로세스 간에 경쟁 조건이 생성됩니다.

드물지만 웹 서버 인증서를 다시 로드하면 API 처리 성능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더라도 다시 로드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다시 로드가
실제로 실패한 경우 다음 단계도 실패합니다.

8. 웹 서비스 프록시에 대한 현재 브라우저 세션을 닫고 새 브라우저 세션을 연 다음 웹 서비스 프록시에 대한 새로운
보안 브라우저 연결을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익명 또는 개인 탐색 세션을 사용하면 이전 탐색 세션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서버에 대한 연결을 열 수
있습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먼저 스토리지 시스템을 검색한 다음 관리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자동 검색을 설정하거나 스토리지 시스템을 수동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을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wsconfig.xml 파일의 설정을 수정하여 네트워크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색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Pv6 자동 검색은 사용되지 않고 IPv4는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을 추가하려면 관리 IP 또는 DNS 주소를 하나만 제공하면 됩니다. 경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경로가
구성되어 있고 회전 가능한 경우 서버가 모든 관리 경로를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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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접속이 이루어진 후 컨트롤러 구성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을 자동으로 검색하기 위해 IPv6

프로토콜을 사용하려고 하면 프로세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IP 주소 전달 또는
IPv6를 사용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지만 서버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IPv6 검색 설정을 활성화하기 전에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IPv6 연결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모든 연결 문제를
완화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

1. 다음 위치에 있는 wsconfig.xml 파일을 엽니다.

◦ (Windows) — C:\Program Files\NetApp\SANtricity Web Services Proxy

◦ (Linux) --/opt/NetApp/SANtricity_web_services_proxy

2. 자동 검색 문자열에서 원하는 대로 설정을 true에서 false로 변경합니다.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env key="autodiscover.ipv6.enable">true</env>

서버가 주소로 라우팅할 수 있도록 경로가 구성되었지만 구성되지 않은 경우 간헐적 연결 오류가
발생합니다. 호스트에서 IP 주소를 라우팅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자동 검색을
해제합니다('false’로 설정 변경).

3. 파일을 저장합니다.

API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검색하고 추가합니다

API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검색하고 관리 대상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면
스토리지 시스템과 API 간에 관리 접속이 생성됩니다.

이 작업에서는 REST API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검색 및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대화형 API 설명서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Unified Manager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fied

Manager와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SANtricity 버전 11.30 이상이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경우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인터페이스에서 기호에 대한
기존 관리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색 엔드포인트가 실패합니다. System Manager를 열고
설정 [시스템 > 추가 설정 > 관리 인터페이스 변경] 메뉴로 이동하여 이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계

1. 에 로그인합니다 "대화형 API 설명서".

2. 다음과 같이 스토리지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a. API 설명서의 드롭다운에서 * V2 * 를 선택한 다음 * Storage-Systems * 범주를 확장합니다.

b. POST:/discovery * 끝점을 클릭한 다음 * try it * 를 클릭합니다.

c. 표에 설명된 대로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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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IP입니다

endIP

네트워크에 있는 하나 이상의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시작 및 끝 IP 주소 범위로 문자열을 바꿉니다.

사용 에이전트

이 값을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True = 네트워크 스캔에 대역내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 False = 네트워크 스캔에 대역내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결 시간 초과

연결 시간이 초과되기 전에 스캔에 허용되는 초를 입력합니다.

maxPortsToUse 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스캔에 사용되는 최대 포트 수를 입력합니다.

d. Execute * 를 클릭합니다.

API 작업은 사용자 프롬프트 없이 실행됩니다.

검색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됩니다.

a. 코드가 202를 반환하는지 확인합니다.

b. 응답 본문 * 에서 RequestId에 대해 반환된 값을 찾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결과를 보려면 요청 ID가 필요합니다.

3. 다음과 같이 검색 결과를 봅니다.

a. get:/discovery * 끝점을 클릭한 다음 * try it out * 을 클릭합니다.

b. 이전 단계의 요청 ID를 입력합니다. 요청 ID * 를 비워 두면 끝점의 기본값은 마지막으로 실행된 요청 ID로
설정됩니다.

c. Execute * 를 클릭합니다.

d. 코드가 200을 반환하는지 확인합니다.

e. 응답 본문에서 요청 ID와 storageSystems의 문자열을 찾습니다. 문자열은 다음 예제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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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Systems": [

    {

      "serialNumber": "123456789",

      "wwn": "000A011000AF0000000000001A0C000E",

      "label": "EF570_Array",

      "firmware": "08.41.10.01",

      "nvsram": "N5700-841834-001",

      "ipAddresses": [

        "10.xxx.xx.213",

        "10.xxx.xx.214"

      ],

f. WWN, 레이블 및 IP 주소 값을 기록합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4. 다음과 같이 스토리지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a. POST:/storage-system* 끝점을 클릭한 다음 * try it out * 을 클릭합니다.

b. 표에 설명된 대로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ID입니다

이 스토리지 시스템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레이블(GET:/DISCOVERY의 응답에 표시됨)을 입력할
수 있지만 이름은 사용자가 선택한 문자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필드에 값을 제공하지 않으면 웹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고유 식별자를 할당합니다.

제어 주소

GET:/DISCOVERY 응답에 표시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중 컨트롤러의 경우 IP 주소를 쉼표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IP 주소 1", "IP 주소 2""

검증

"true"를 입력하면 웹 서비스가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

스토리지 시스템의 관리 암호를 입력합니다.

WWN입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WWN을 입력합니다(GET:/DISCOVERY의 응답에 표시됨).

c. 전체 문자열 집합이 다음 예제와 비슷하게 하려면 ""enableTrace":true" 뒤에 있는 모든 문자열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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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EF570_Array",

  "controllerAddresses": [

    "Controller-A-Mgmt-IP","Controller-B-Mgmt_IP"

  ],

  "validate":true,

  "password": "array-admin-password",

  "wwn": "000A011000AF0000000000001A0C000E",

  "enableTrace": true

}

d. Execute * 를 클릭합니다.

e. 코드 응답이 201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끝점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나타냅니다.

Post:/storage-systems * 엔드포인트가 대기열에 추가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 get:/storage-systems * 끝점을
사용하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다음과 같이 목록 추가를 확인합니다.

a. get:/storage-system * 끝점을 클릭합니다.

매개 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 Execute * 를 클릭합니다.

c. 코드 응답이 200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끝점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나타냅니다.

d. 응답 본문에서 스토리지 시스템 세부 정보를 찾습니다. 반환된 값은 다음 예제와 같이 관리되는 스토리지 목록에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

    "id": "EF570_Array",

    "name": "EF570_Array",

    "wwn": "000A011000AF0000000000001A0C000E",

    "passwordStatus": "valid",

    "passwordSet": true,

    "status": "optimal",

    "ip1": "10.xxx.xx.213",

    "ip2": "10.xxx.xx.214",

    "managementPaths": [

      "10.xxx.xx.213",

      "10.xxx.xx.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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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스토리지 시스템의 수를 스케일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PI는 최대 100개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버의
메모리 요구 사항을 높여야 합니다.

서버는 512MB의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100개의 추가 스토리지 시스템이 추가될 때마다
이 숫자에 250MB를 추가하십시오. 물리적으로 보유한 것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운영 체제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 충분한 추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본 캐시 크기는 8,192개의 이벤트입니다. MEL 이벤트 캐시의 대략적인 데이터 사용량은 8,192개
이벤트마다 1MB입니다. 따라서 기본값을 유지함으로써 스토리지 시스템의 캐시 사용량을 약 1MB로
설정해야 합니다.

메모리 외에도 프록시는 각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네트워크 포트를 사용합니다. Linux와
Windows에서는 네트워크 포트를 파일 핸들로 고려합니다. 보안 조치로서 대부분의 운영 체제는
프로세스 또는 사용자가 한 번에 열 수 있는 열린 파일 핸들 수를 제한합니다. 특히 열린 TCP 연결이
파일 처리인 Linux 환경에서는 웹 서비스 프록시가 이 제한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픽스는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값을 올리는 방법은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Windows에서 appserver64.init 파일로 이동합니다. 'vmarg.3=-Xmx512M' 줄을 찾습니다

◦ Linux의 경우 webserver.sh 파일로 이동합니다. "java_options="-Xmx512M" 줄을 찾습니다

2. 메모리를 늘리려면 512를 원하는 메모리(MB)로 바꾸십시오.

3. 파일을 저장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 통계에 대한 자동 폴링을 관리합니다

검색된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디스크 및 볼륨 통계에 대한 자동 폴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계 개요

통계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속도 및 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통계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raw statistics — 데이터 수집 시점의 데이터 지점에 대한 총 카운터입니다. 원시 통계는 총 읽기 작업 또는 총 쓰기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석된 통계 — 간격에 대한 계산된 정보입니다. 분석된 통계의 예로는 초당 읽기 입출력 작업(IOPS) 또는 쓰기
처리량이 있습니다.

원시 통계는 선형이므로 일반적으로 최소 2개의 수집된 데이터 포인트가 가용 데이터를 도출해야 합니다. 분석된 통계는
중요한 메트릭을 제공하는 원시 통계의 파생입니다. 원시 통계에서 파생될 수 있는 많은 값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석된 통계에서 사용 가능한 시점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자동 폴링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시 통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URL 끝에 usecache=true 쿼리
문자열을 추가하여 마지막 폴에서 캐시된 통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캐시된 결과를 사용하면 통계 검색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러나 구성된 폴링 간격 캐시와 같거나 작은 속도로 여러 건의 통화가 동일한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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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기능

웹 서비스 프록시는 지원되는 하드웨어 모델 및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원시 및 분석된 컨트롤러 및 인터페이스 통계를
검색할 수 있는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원시 통계 API

• '/storage-systems/{system-id}/controller-statistics'

• '/storage-systems/{system-id}/drive-statistics/{디스크 ID 목록}'

• '/storage-systems/{system-id}/interface-statistics/{인터페이스 ID 목록}'

• '/storage-systems/{system-id}/volume-statistics/{볼륨 ID 목록}'

분석된 통계 API

• '/storage-systems/{id}/분석됨-controller-statistics/'

• '/storage-systems/{id}/분석됨-drive-statistics/{디스크 ID 목록}'

• '/storage-systems/{id}/분석됨-interface-statistics/{인터페이스 ID의 선택적 목록}'

• '/storage-systems/{id}/분석됨-volume-statistics/{볼륨 ID 목록}'

이러한 URL은 마지막 폴링에서 분석된 통계를 검색하며 폴링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URL에는 다음과 같은 입력 출력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 초당 작업 수입니다

• 초당 메가바이트 단위의 처리량

• 응답 시간(밀리초)

이 계산은 가장 일반적인 스토리지 성능 측정인 통계 폴링 반복 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분석되지
않은 통계보다 선호됩니다.

시스템이 시작될 때 다양한 메트릭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이전 통계 수집이 없으므로 분석된 통계에는
데이터를 반환하기 위해 시작 후 최소 하나의 폴링 주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누적 카운터가 재설정되는
경우 다음 폴링 주기에 예측할 수 없는 데이터 수가 있습니다.

폴링 간격을 구성합니다

폴링 간격을 구성하려면 wsconfig.xml 파일을 수정하여 폴링 간격을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통계가 메모리에 캐시되기 때문에 각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약 1.5MB의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스토리지 시스템은 프록시에서 검색되어야 합니다.

단계

1. 다음 위치에 있는 wsconfig.xml 파일을 엽니다.

◦ (Windows) — C:\Program Files\NetApp\SANtricity Web Services P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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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 --/opt/NetApp/SANtricity_web_services_proxy

2. '<env-entries>' 태그 안에 다음 줄을 추가합니다. 이 때 n은 폴링 요청 사이의 간격(초)입니다.

<env key="stats.poll.interval">n</env>

예를 들어, 60을 입력하면 60초 간격으로 폴링이 시작됩니다. 즉, 이전 폴링 기간이 완료된 후 60초 후에 시스템이
폴링을 시작하도록 요청합니다(이전 폴링 기간의 지속 시간과 상관 없음). 모든 통계는 검색된 정확한 시간에 타임
스탬프로 표시됩니다. 시스템은 60초 계산의 기반이 되는 시간 스탬프 또는 시간 차이를 사용합니다.

3. 파일을 저장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를 사용하여 AutoSupport를 관리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AutoSupport(ASUP)를 구성하여 원격 문제 해결 및 문제 분석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기술 지원 부서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AutoSupport(ASUP) 개요

ASUP(AutoSupport) 기능은 수동 및 일정 기반의 기준에 따라 메시지를 NetApp에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각 AutoSupport 메시지는 로그 파일, 구성 데이터, 상태 데이터 및 성능 메트릭의 모음입니다. 기본적으로
AutoSupport는 다음 표에 나열된 파일을 매주 한 번씩 NetApp 지원 팀에 전송합니다.

파일 이름 설명

x-headers-data.txt X-헤더 정보가 포함된 .txt 파일입니다.

manifest.xml 메시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xml 파일입니다.

arraydata.xml 클라이언트 영구 데이터 목록이 들어 있는 .xml

파일입니다.

appserver-config.txt 응용 프로그램 서버 구성 데이터가 포함된 .txt 파일입니다.

wsconfig.txt 웹 서비스 구성 데이터가 포함된 .txt 파일입니다.

host-info.txt 호스트 환경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txt 파일입니다.

server-logs.7z 사용 가능한 모든 웹 서버 로그 파일을 포함하는 .7z

파일입니다.

client-info.txt 메서드 및 웹 페이지 적중 횟수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별
카운터에 대한 임의의 키/값 쌍이 들어 있는 .txt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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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이름 설명

webServices - profile.json 이러한 파일에는 Webservices 프로필 데이터와 Jersey

모니터링 통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지 모니터링 통계가 활성화됩니다. wsconfig.xml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활성화 및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Enable:(< env

key="enable.jersey.statistics">true</env>)

• 비활성화: `<env

key="enable.jersey.statistics">false</env>'

AutoSupport를 구성합니다

AutoSupport는 설치 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 설정을 변경하거나 전송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AutoSupport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AutoSupport 기능은 웹 서비스 프록시를 처음 설치하는 동안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되지만 ASUPConfig 파일에서 해당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설명된 대로 ASUPConfig.xml 파일을 통해 AutoSupport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

구성 * 및 * POST/ASUP * 를 사용하여 API를 통해 이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한 다음 "참" 또는 "거짓"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작업 디렉터리에서 ASUPConfig.xml 파일을 엽니다.

2. <asupdata enable="Boolean_value" timestamp="timestamp">의 행을 찾습니다

3. TRUE(활성화) 또는 FALSE(비활성화)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supdata enabled="false" timestamp="0">

타임스탬프 항목이 불필요합니다.

4. 파일을 저장합니다.

AutoSupport 전달 방법을 구성합니다

HTTPS, HTTP 또는 SMTP 전송 방법을 사용하도록 AutoSupport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HTTPS는 기본 전송
방법입니다.

1. 작업 디렉터리에서 ASUPConfig.xml 파일에 액세스합니다.

2. 문자열, "<delivery type="n">"에 표에 설명된 대로 1, 2 또는 3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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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설명

1 • HTTPS * (기본값)

전달 유형="1">

2 • HTTP *

전달 유형="2">

3 SMTP * — SMTP에 AutoSupport 전달 유형을
올바르게 구성하려면 다음 예와 같이 보낸 사람 및 받는
사람 사용자 이메일과 함께 SMTP 메일 서버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delivery type="3">

<smtp>

<mailserver>smtp.example.com</mai

lserver>

<sender>user@example.com</sender>

<replyto>user@example.com</replyt

o>

</smtp>

</delivery>

원격 볼륨 미러링

원격 스토리지 볼륨 개요

SANtricity ® 원격 스토리지 볼륨 기능을 사용하여 원격 스토리지 장치에서 로컬 E-Series

볼륨으로 직접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장비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비 E-Series 장치에서 E-Series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성 개요

원격 스토리지 볼륨 기능은 선택된 하위 모델 ID에서 SANtricity System Manager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과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이 서로 통신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 워크플로를 사용합니다.

1. "요건 및 제한 사항 검토".

2. "하드웨어를 구성합니다".

3. "원격 저장소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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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도움말: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문서
사이트입니다".

• 원격 스토리지 볼륨 기능에 대한 자세한 기술 정보는 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스토리지 볼륨 기술 보고서".

원격 스토리지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

원격 스토리지 볼륨 기능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하드웨어 요구 사항

지원되는 프로토콜

원격 스토리지 볼륨 기능의 초기 릴리스의 경우 iSCSI 및 IPv4 프로토콜에서만 지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원격 스토리지 볼륨 기능에 사용되는 호스트와 E-Series(대상)

어레이 간의 최신 지원 및 구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컨트롤러 2개(이중 모드)

• 하나 이상의 iSCSI 연결을 통해 두 E-Series 컨트롤러가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SANtricity OS 11.71 이상

• 하위 모델 ID(SMID)에서 활성화된 원격 스토리지 기능

원격 시스템은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이거나 다른 공급업체의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iSCSI 지원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볼륨 요구 사항

가져오기에 사용되는 볼륨은 크기, 상태 및 기타 조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격 스토리지 볼륨

가져오기의 소스 볼륨을 "원격 저장소 볼륨"이라고 합니다. 이 볼륨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른 불러오기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가져오기가 시작되면 컨트롤러 펌웨어가 백그라운드에서 원격 저장소 볼륨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인해 원격 스토리지 볼륨은 System Manager에서 관리할 수 없으며 가져오기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원격 스토리지 볼륨은 E-Series 시스템에서 다른 표준 볼륨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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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프록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볼륨 복사본 또는 스냅샷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가져오기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Data Assurance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가져오기 작업을 위해 엄격하게 예약되었으므로 어떤 호스트에도 매핑할 수 없습니다.

각 원격 스토리지 볼륨은 하나의 원격 스토리지 오브젝트에만 연결되지만 하나의 원격 스토리지 객체는 여러 원격
스토리지 볼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원격 스토리지 볼륨은 다음 조합을 사용하여 고유하게 식별됩니다.

• 원격 스토리지 객체 식별자입니다

• 원격 스토리지 디바이스 LUN 번호입니다

타겟 볼륨 후보

타겟 볼륨은 로컬 E-Series 시스템의 타겟 볼륨입니다.

대상 볼륨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RAID/DDP 볼륨이어야 합니다.

• 원격 스토리지 볼륨과 같거나 큰 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 원격 스토리지 볼륨과 동일한 블록 크기가 있어야 합니다.

• 유효한 상태(최적)가 있어야 합니다.

• 볼륨 복사본, 스냅샷 복사본, 비동기식 또는 동기식 미러링과 같은 관계는 가질 수 없습니다.

• DDP, 동적 볼륨 확장, 동적 용량 확장, 동적 세그먼트 크기, 동적 RAID 마이그레이션, 동적 용량 감소 등의 재구성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는 조각 모음.

• 가져오기를 시작하기 전에 호스트에 매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져오기를 시작한 후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 FRC(Flash Read Cached)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System Manager는 원격 스토리지 가져오기 마법사의 일부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대상 볼륨
선택을 위해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볼륨만 표시됩니다.

제한 사항

원격 스토리지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미러링이 비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E-Series 시스템의 타겟 볼륨에 스냅샷이 없어야 합니다.

• 가져오기를 시작하기 전에 E-Series 시스템의 타겟 볼륨을 호스트에 매핑해서는 안 됩니다.

• E-Series 시스템의 타겟 볼륨에 리소스 프로비저닝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원격 스토리지 볼륨을 호스트나 여러 호스트에 직접 매핑하지 않습니다.

• 웹 서비스 프록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iSCSI CHAP 암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SMcli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777



• VMware 데이터 저장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가져오기 페어가 있는 경우 관계/가져오기 페어에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 하나만 한 번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생산 수입 준비

프로덕션을 가져오기 전에 테스트 또는 "dry run" 가져오기를 수행하여 스토리지 및 Fabric 구성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변수가 가져오기 작업 및 완료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가져오기가 성공하고 예상 기간을
가져오려면 이러한 테스트 가져오기를 사용하여 모든 연결이 예상대로 작동하고 가져오기 작업이 적절한 시간 내에
완료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조정을 수행한 후 생산 가져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격 스토리지 볼륨에 대한 하드웨어를 구성합니다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은 지원되는 iSCSI 프로토콜을 통해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과
통신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원격 스토리지 장치 및 E-Series 어레이를 구성합니다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로 넘어가기 전에 원격 스토리지 볼륨 기능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E-Series 시스템과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 간에 케이블로 연결된 연결을 수동으로 설정하여 두 시스템이 iSCSI를
통해 통신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E-Series 시스템과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iSCSI 포트를 구성합니다.

3. E-Series 시스템의 IQN을 가져옵니다.

4. E-Series 시스템이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에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이 E-Series 시스템인 경우
대상 E-Series 시스템의 IQN을 호스트 포트의 연결 정보로 사용하여 호스트를 생성합니다.

5. 호스트/애플리케이션에서 원격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사용 중인 경우

◦ 원격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한 입출력을 중지합니다.

◦ 원격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매핑을 해제/마운트 해제합니다.

6. 원격 스토리지 장치를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에 정의된 호스트에 매핑합니다.

7. 매핑에 사용되는 디바이스의 LUN 번호를 가져옵니다.

권장: 가져오기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원격 소스 볼륨을 백업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설정 프로세스 중에 스토리지 어레이와 I/O 호스트를 iSCSI 호환 인터페이스에 케이블로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iSCSI 연결을 통해 원격 저장소 볼륨 작업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의 예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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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포트를 구성합니다

타겟(로컬 E-Series 스토리지 어레이)과 소스(원격 스토리지 어레이) 간의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iSCSI 포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iSCSI 포트는 서브넷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스토리지 볼륨 기능과 함께 사용할 iS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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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소스 A 소스 B 타겟 A 타겟 B

10.10.1.100.22 10.10.2.100/22 10.10.1.101/22 10.10.2.101/22

소스 A 소스 B 타겟 A 타겟 B

10.10.0.100/16 10.10.0.100/16 10.10.0.101/16 10.10.0.101/16

원격 저장소 가져오기

원격 시스템에서 로컬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스토리지 가져오기를 시작하려면
SANtricity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원격 스토리지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필요한 것

•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은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과 통신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하드웨어를
구성합니다".

•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의 경우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 iSCSI IQN입니다

◦ iSCSI IP 주소입니다

◦ 원격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LUN 번호(소스 볼륨)

• 로컬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가져오기에 사용할 볼륨을 생성하거나 선택합니다. 타겟 볼륨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격 스토리지 디바이스(소스 볼륨)의 블록 크기와 일치합니다.

◦ 원격 스토리지 디바이스보다 크거나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은(는) 최적 상태이며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요구 사항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

• 권장: 가져오기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의 볼륨을 백업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원격 스토리지 장치와 로컬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의 볼륨 간에 매핑을 생성합니다. 구성을 마치면
불러오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변수가 가져오기 작업 및 완료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먼저 더 작은 "테스트" 가져오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를 사용하여 모든 연결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가져오기 작업이 적절한 시간
내에 완료되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 스토리지 > 원격 스토리지 * 를 클릭합니다.

2. 원격 저장소 가져오기 * 를 클릭합니다.

원격 스토리지 가져오기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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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스 구성 패널의 1a단계에서 연결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 필드에 원격 저장 장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b. iSCSI 접속 속성 * 에서 원격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해 IQN, IP 주소 및 포트 번호(기본값 3260)를
입력합니다.

다른 iSCSI 연결을 추가하려면 * + 다른 IP 주소 추가 * 를 클릭하여 원격 스토리지에 대한 추가 IP 주소를
포함합니다. 완료되면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하면 Configure Source(소스 구성) 패널의 1b단계가 표시됩니다.

4. LUN * 필드에서 원격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해 원하는 소스 LUN을 선택한 후 * Next * 를 클릭합니다.

Configure Target(대상 구성) 패널이 열리고 가져오기의 대상으로 사용할 볼륨 후보를 표시합니다. 일부 볼륨은
블록 크기, 용량 또는 볼륨 가용성 때문에 후보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5. 이 표에서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의 타겟 볼륨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가져오기 우선
순위를 변경합니다. 다음 * 을 클릭합니다. 다음 대화 상자에서 '계속’을 입력한 다음 * 계속 * 을 클릭하여 작업을
확인합니다.

타겟 볼륨의 용량이 소스 볼륨보다 큰 경우 E-Series 시스템에 연결된 호스트에 추가 용량이 보고되지 않습니다. 새
용량을 사용하려면 가져오기 작업이 완료되고 연결이 끊긴 후에 호스트에서 파일 시스템 확장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구성을 확인하면 Review(검토) 패널이 표시됩니다.

6. Review(검토) 화면에서 지정된 원격 스토리지 디바이스, 타겟 및 가져오기 설정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마침 * 을
클릭하여 원격 스토리지 생성을 완료합니다.

다른 가져오기를 시작할지 묻는 다른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7. 필요한 경우 * 예 * 를 클릭하여 다른 원격 스토리지 가져오기를 생성합니다. Yes(예)를 클릭하면 Configure

Source(소스 구성) 패널의 1a단계로 돌아가서 기존 구성을 선택하거나 새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불러오기를 생성하지 않으려면 * No * 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종료합니다.

가져오기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전체 타겟 볼륨을 복사된 데이터로 덮어씁니다. 이 프로세스 중에 호스트가 타겟
볼륨에 새 데이터를 쓰는 경우 새 데이터가 원격 디바이스(소스 볼륨)로 다시 전파됩니다.

8. 원격 스토리지 패널 아래의 작업 보기 대화 상자에서 작업 진행률을 확인합니다.

가져오기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원격 스토리지 시스템의 크기, 가져오기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및
스토리지 시스템과 관련 볼륨 모두의 입출력 로드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로컬 볼륨은 원격
저장소 장치의 중복입니다.

9. 두 볼륨 간의 관계를 끊을 준비가 되면 Operations in Progress(작업 진행 중) 보기에서 가져오기 개체의 *

Disconnect *(연결 해제 *)를 선택합니다. 관계가 끊기면 로컬 볼륨의 성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더 이상 원격
연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져오기 진행률을 관리합니다

가져오기 프로세스가 시작된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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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져오기 작업에 대해 작업 진행 중 페이지에는 완료율과 남은 예상 시간이 표시됩니다. 작업에는 가져오기 우선 순위
변경, 작업 중지 및 다시 시작, 작업 연결 해제 등이 있습니다.

홈 페이지(* 홈 > 진행 중인 작업 표시 *)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에서 원격 스토리지 페이지로 이동하여 * 작업 보기 * 를 선택합니다.

작업 진행 중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2. 필요한 경우 작업 열의 링크를 사용하여 작업을 중지 및 재개하거나, 우선 순위를 변경하거나, 작업 연결을 끊습니다.

◦ * 우선 순위 변경 * – 진행 중이거나 보류 중인 작업의 처리 우선 순위를 변경하려면 * 우선 순위 변경 * 을
선택합니다. 작업에 우선 순위를 적용하고 * OK * 를 클릭합니다.

◦ * Stop * (중지 *) – 원격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 복사를 일시 중지하려면 * Stop * (중지 *)을 선택합니다.

가져오기 쌍 간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가져오기 작업을 계속할 준비가 되면 * Resume *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Resume * – 중지된 위치에서 중지되거나 실패한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 Resume * 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Resume 작업에 우선 순위를 적용하고 * OK * 를 클릭합니다.

재시작 작업은 처음부터 가져오기를 다시 시작하지 * 않습니다 *.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려면 *

Disconnect * 를 선택한 다음 원격 저장소 가져오기 마법사를 통해 가져오기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 * Disconnect * – 중지, 완료 또는 실패한 가져오기 작업을 위해 소스 볼륨과 대상 볼륨 간의 관계를 끊으려면 *

Disconnect * 를 선택합니다.

원격 스토리지 접속 설정을 수정합니다

설정 보기/편집 옵션을 통해 원격 저장소 구성에 대한 연결 설정을 편집,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결 속성을 변경하면 진행 중인 가져오기에 영향을 줍니다. 중단을 방지하려면 가져오기가 실행되지 않을 때만 연결
속성을 변경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원격 스토리지 화면에서 결과 목록 섹션 아래에서 원하는 원격 스토리지 객체를
선택합니다.

2.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Remote Storage Settings(원격 저장소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연결 속성 * 탭을 클릭합니다.

원격 스토리지 가져오기에 대해 구성된 IP 주소 및 포트 설정이 표시됩니다.

4.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편집 * – 원격 스토리지 객체의 해당 라인 항목 옆에 있는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필드에 수정된 IP 주소 및
/또는 포트 정보를 입력합니다.

◦ * 추가 * – * 추가 * 를 클릭한 다음 제공된 필드에 새 IP 주소와 포트 정보를 입력합니다. Add * 를 클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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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면 원격 스토리지 객체 목록에 새 접속이 나타납니다.

◦ * 삭제 * – 목록에서 원하는 연결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제공된 필드에 '삭제’를 입력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하여 작업을 확인합니다. 원격 스토리지 객체 목록에서 연결이 제거됩니다.

5. 저장 * 을 클릭합니다.

수정된 접속 설정이 원격 스토리지 객체에 적용됩니다.

원격 스토리지 객체를 제거합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된 후 로컬 디바이스와 원격 디바이스 간에 더 이상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으려면
원격 스토리지 객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제거하려는 원격 스토리지 객체와 연결된 가져오기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의 원격 스토리지 화면에서 결과 목록 섹션 아래에서 원하는 원격 스토리지 객체를
선택합니다.

3. 제거 * 를 클릭합니다.

원격 스토리지 연결 제거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remove’를 입력한 다음 * Remove * 를 클릭하여 작업을 확인합니다.

선택한 원격 스토리지 객체가 제거됩니다.

vCenter용 스토리지 플러그인

vCenter용 Storage Plugin 개요

vCenter용 SANtricity 스토리지 플러그인은 VMware vSphere 클라이언트 세션 내에서 E-

Series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 가능한 작업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에서 검색된 스토리지 어레이를 보고 관리합니다.

•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 그룹에 대해 배치 작업을 수행합니다.

• 소프트웨어 OS에서 업그레이드를 수행합니다.

• 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로 설정을 가져옵니다.

• 볼륨, SSD 캐시, 호스트, 호스트 클러스터, 풀 구성 볼륨 그룹:

• 어레이에 대한 추가 관리 작업을 위해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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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은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각 컨트롤러에 내장되어 있는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직접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System Manager는 추가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플러그인의 주
보기에서 스토리지 어레이를 선택한 다음 * Launch * 를 클릭하여 System Manager를 열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하려면 VMware 환경에 구축된 VMware vCenter Server Appliance와 플러그인 웹 서버를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vCenter 환경의 통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인터페이스 개요

플러그인에 로그인하면 기본 페이지가 * Manage - All * 로 열립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네트워크에서 검색된 모든
스토리지 어레이를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탐색 사이드바

탐색 사이드바에 다음이 표시됩니다.

• * 관리 * — 네트워크에서 스토리지 어레이를 검색, 어레이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 실행, 한 어레이에서 여러 어레이로
설정 가져오기, 어레이 그룹 관리, SANtricity OS 업그레이드 및 스토리지 용량 할당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 * 인증서 관리 * — 브라우저와 클라이언트 간 인증을 위해 인증서를 관리합니다.

• * Operations * — 한 어레이에서 다른 어레이로 설정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배치 작업의 진행률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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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배열의 상태가 최적이 아닌 경우 일부 작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지원 * — 기술 지원 옵션, 리소스 및 연락처를 봅니다.

지원되는 브라우저

vCenter용 Storage Plugin은 여러 유형의 브라우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브라우저 및 버전이 지원됩니다.

• Google Chrome 89 이상

• Mozilla Firefox 80 이상

• Microsoft Edge 90 이상

사용자 역할 및 권한

vCenter용 Storage Plugin의 작업에 액세스하려면 사용자에게 읽기-쓰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의된
모든 VMware vCenter 사용자 ID에는 플러그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성 개요

구성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등록합니다".

2. "플러그인 액세스 권한을 구성합니다".

3. "플러그인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4. "스토리지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5.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vSphere Client에서 데이터 저장소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VMware vSphere

설명서".

시작하십시오

설치 및 업그레이드 요구 사항 검토

vCenter용 SANtricity 스토리지 플러그인을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설치 요구 사항 및
업그레이드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설치 요구 사항

Windows 호스트 시스템에서 vCenter용 Storage Plugin을 설치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에는 다음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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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설명

지원되는 버전 • VMware vCenter Server Appliance 지원 버전: 6.7U3J, 7.0U1,

7.0U2, 7.0U3 및 8.0.

• NetApp SANtricity OS 버전: 11.60.2 이상

•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호스트 버전: Windows 2016, Windows 2019,

Windows 2022.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다중 인스턴스 Windows 호스트에 vCenter용 Storage Plugin 인스턴스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하나의 vCSA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용량 계획 vCenter용 Storage Plugin을 실행하려면 실행 및 로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한 설치 공간 — 275MB

• 스토리지 공간 — 275MB + 200MB(로깅)

• 시스템 메모리 — 512MB

라이센스 vCenter용 Storage Plugin은 라이센스 키가 필요하지 않은 독립 실행형
무료 제품입니다. 그러나 해당 저작권 및 서비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업그레이드 고려 사항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vCSA에서 플러그인을 등록 해제해야 합니다.

• 업그레이드 중에는 플러그인의 이전 구성 설정 대부분이 보존됩니다. 이러한 설정에는 사용자 암호, 검색된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 서버 인증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및 서버 런타임 구성이 포함됩니다.

•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서 * vcenter.properties* 파일이 보존되지 않으므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플러그 인을 등록
취소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플러그인을 vCSA에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리포지토리에 로드된 모든 SANtricity OS 파일이 업그레이드 중에 제거됩니다.

vCenter용 Storage Plugin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vCenter용 Storage Plugin을 설치하고 플러그인 등록을 확인합니다. 다음
지침을 사용하여 플러그인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사전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시스템이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설치 및 업그레이드 요구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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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서 * vcenter.properties* 파일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인 경우
업그레이드 전에 플러그 인을 등록 취소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플러그인을 vCSA에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1. 설치 관리자 파일을 응용 프로그램 서버로 사용할 호스트에 복사한 다음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폴더에
액세스합니다.

2. 설치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S antricity_storage_vcenterplugin-windows_x64—nn.nn.nn.nnnn.exe'

위 파일 이름에서 ' nn.nn.nn.nnnn’은 버전 번호를 나타냅니다.

3. 설치가 시작되면 화면의 지시에 따라 여러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부 구성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나중에 구성 파일에서 이러한 선택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에는 구성 매개 변수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동안 인증서 유효성 검사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플러그인과 스토리지 시스템 간에
인증서 유효성 검사를 적용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토리지
배열 인증서가 플러그인에 대해 신뢰되도록 확인됩니다.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플러그인에
인증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 유효성 검사를 재정의하려면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모든 스토리지 어레이를 플러그인에 추가할 수 있도록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인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플러그인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4. Webserver Started 메시지가 나타나면 * OK * 를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한 다음 * Done * 을 클릭합니다.

5. services.msc * 명령을 실행하여 응용 프로그램 서버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VCP(Application Server) 서비스 * vCenter * 용 NetApp SANtricity 스토리지 플러그인 이 설치되어 있고
서비스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설치 후 인증서 유효성 검사 및 웹 서비스 포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치
디렉터리에서 wsconfig.xml 파일을 엽니다. 스토리지 배열에서 인증서 유효성 검사를 제거하려면
env 키 trust.all.arrays를 true로 변경합니다. 웹 서비스 포트를 변경하려면 'slport' 값을 0에서
65535 사이의 원하는 포트 값으로 수정합니다. 사용된 포트 번호가 다른 프로세스에 바인딩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완료되면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플러그인 웹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플러그인을 vCSA에 등록한 후 플러그인 웹 서버의 포트 값이 변경되면 vCSA가 변경된 포트에서
플러그인 웹서버로 통신하도록 플러그인을 등록 취소하고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에 플러그인을 등록합니다

플러그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면 vCSA에 플러그인을 등록합니다.

플러그인은 한 번에 하나의 vCSA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vCSA에 등록하려면 현재 vCSA에서
플러그인을 등록 취소하고 애플리케이션 호스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플러그인을 다시
설치하고 다른 vCSA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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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령줄을 통해 프롬프트를 열고 다음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설치 디렉토리>\vcenter-register\bin"

2. vcenter-register.bat * 파일: 'vcenter-register.bat^ - action registerPlugin^ - vcenter Hostname <vcenter

FQDN>^ - username <Administrator username>^'을 실행합니다

3. 스크립트가 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

로그는 "%install_dir%/working/logs/vc-registration.log"에 저장됩니다.

플러그인 등록을 확인합니다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등록 스크립트를 실행한 후 플러그인이 vCenter Server Appliance에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 vCenter Server Appliance에 대한 vSphere Client를 엽니다.

2. 메뉴 표시줄에서 Administrator[Client Plugins] 메뉴를 선택합니다.

3. vCenter용 Storage Plugin이 * Enabled * 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서버와 통신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와 함께 플러그인이 사용 안 함 으로 표시되면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대해 정의된 포트 번호가 사용 중인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애플리케이션 서버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포트 번호는 8445입니다.

플러그인 액세스 권한을 구성합니다

사용자, 역할 및 권한이 포함된 vCenter용 Storage Plugin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vSphere 권한을 검토합니다

vSphere Client 내에서 플러그인에 액세스하려면 적절한 vSphere 권한이 있는 역할에 할당해야 합니다. "Configure

datastore" vSphere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플러그인에 대한 읽기/쓰기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Browse

datastore"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사용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 경우
플러그인에는 "권한 부족"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플러그인 액세스 유형입니다 vSphere 권한이 필요합니다

읽기-쓰기(구성) 데이터 저장소. 구성

읽기 전용(보기) 데이터 저장소. 찾아보기

스토리지 관리자 역할을 구성합니다

플러그인 사용자에게 읽기/쓰기 권한을 제공하려면 역할을 생성, 복제 또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vSphere Client에서
역할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Doc Center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지정 역할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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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작업에 액세스합니다

1. vSphere Client의 홈 페이지에서 액세스 제어 영역에서 * Administrator * 를 선택합니다.

2. 액세스 제어 영역에서 * 역할 * 을 클릭합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새 역할 생성 *: * 역할 생성 * 작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 클론 역할 *: 기존 역할을 선택하고 * 클론 역할 * 작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 기존 역할 편집 *: 기존 역할을 선택하고 * 역할 편집 * 작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관리자 역할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위의 선택에 따라 적절한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새 역할을 만듭니다

1. 권한 목록에서 이 역할에 할당할 액세스 권한을 선택합니다.

플러그인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Datastore [Browse datastore] 메뉴를 선택합니다. 읽기-쓰기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Datastore [Configure Datastore] 메뉴를 선택합니다.

2. 필요한 경우 목록에 다른 권한을 할당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3. 역할의 이름을 지정하고 설명을 입력합니다.

4. 마침 * 을 클릭합니다.

역할을 복제합니다

1. 역할의 이름을 지정하고 설명을 입력합니다.

2. 마법사를 마치려면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3. 목록에서 복제된 역할을 선택한 다음 * 역할 편집 * 을 클릭합니다.

4. 권한 목록에서 이 역할에 할당할 액세스 권한을 선택합니다.

플러그인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Datastore [Browse datastore] 메뉴를 선택합니다. 읽기-쓰기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Datastore [Configure Datastore] 메뉴를 선택합니다.

5. 다음 * 을 클릭합니다.

6. 필요한 경우 이름과 설명을 업데이트합니다.

7. 마침 * 을 클릭합니다.

기존 역할을 편집합니다

1. 권한 목록에서 이 역할에 할당할 액세스 권한을 선택합니다.

플러그인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Datastore [Browse datastore] 메뉴를 선택합니다. 읽기-쓰기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Datastore [Configure Datastore]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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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 을 클릭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이름 또는 설명을 업데이트합니다.

4. 마침 * 을 클릭합니다.

vCenter Server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권한을 설정합니다

역할에 대한 권한을 설정한 후 vCenter Server 어플라이언스에 권한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권한을 사용하면 지정된
사용자 또는 그룹이 플러그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드롭다운 목록에서 * 호스트 및 클러스터 * 를 선택합니다.

2. 액세스 제어 영역에서 * vCenter Server Appliance * 를 선택합니다.

3. 사용 권한 * 탭을 클릭합니다.

4. 권한 추가 * 작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5. 적절한 도메인 및 사용자/그룹을 선택합니다.

6. 읽기/쓰기 플러그인 권한을 허용하는 생성된 역할을 선택합니다.

7. 필요한 경우 * Propagate to Children *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8. 확인 * 을 클릭합니다.

기존 권한을 선택하고 생성된 역할을 사용하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단, 권한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할이 읽기/쓰기 플러그인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

플러그인에 액세스하려면 플러그인에 대한 읽기/쓰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 계정으로 vSphere Client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사용 권한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Doc Center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vCenter 구성 요소에 대한 권한 관리"

•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모범 사례"

로그인하여 vCenter용 Storage Plugin을 탐색합니다

vCenter용 Storage Plugin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1. 플러그인에 로그인하기 전에 다음 브라우저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Google Chrome 89 이상

◦ Mozilla Firefox 80 이상

◦ Microsoft Edge 90 이상

2. 플러그인에 대한 읽기/쓰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 계정으로 vSphere Client에 로그인합니다.

3. vSphere 클라이언트 홈 페이지에서 * vCenter * 용 SANtricity 스토리지 플러그인 을 클릭합니다.

vSphere Client 창에서 플러그인이 열립니다. 플러그인의 기본 페이지가 * Manage - All * 로 열립니다.

4. 왼쪽의 탐색 사이드바에서 스토리지 관리 작업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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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 * – 네트워크에서 스토리지 어레이를 검색, 어레이에 대한 System Manager 열기, 한 어레이에서 여러
어레이로 설정 가져오기, 어레이 그룹 관리,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스토리지 용량 할당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 * 인증서 관리 * – 브라우저와 클라이언트 간 인증을 위해 인증서를 관리합니다.

◦ * Operations * – 한 어레이에서 다른 어레이로 설정을 가져오는 등의 배치 작업 진행률을 봅니다.

◦ * 지원 * – 기술 지원 옵션, 리소스 및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상태가 최적이 아닌 경우 일부 작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플러그인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스토리지 리소스를 표시하고 관리하려면 vCenter용 Storage Plugin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있는 어레이의 IP 주소를 검색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어레이 컨트롤러의 네트워크 IP 주소(또는 주소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 스토리지 배열이 올바르게 설정 및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스토리지 배열 로그인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단계: 검색할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 추가/검색 * 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주소 범위 입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하나의 어레이를 검색하려면 * 단일 스토리지 어레이 검색 *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스토리지 어레이에 있는
컨트롤러 중 하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여러 스토리지 어레이를 검색하려면 * 네트워크 범위 내의 모든 스토리지 배열 검색 *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시작 네트워크 주소와 끝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하여 로컬 하위 네트워크를 검색합니다.

3. 검색 시작 * 을 클릭합니다.

검색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검색된 스토리지 시스템이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검색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관리 가능한 어레이가 검색되지 않으면 스토리지 어레이가 네트워크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할당된 주소가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검색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 New Discovery Parameters * 를 클릭합니다.

4. 관리 도메인에 추가할 스토리지 배열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은 관리 도메인에 추가할 각 스토리지에 대해 자격 증명 검사를 수행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마법사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 Next * (다음 *)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 로 이동합니다 3단계: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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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배열에 유효한 인증서가 없는 경우 자체 서명된 인증서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로 이동합니다 2

단계: 검색 중에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해결합니다.

CA 서명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검색 마법사에서 취소하고 왼쪽 패널에서 * 인증서 관리 * 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 검색 중에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해결합니다

검색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에 인증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자체 서명된 인증서 확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를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표의 맨 끝에 있는 줄임표를 클릭하고 팝업 메뉴에서 * 보기 * 를 선택하십시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검색된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접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 Next * (다음 *)를 클릭한 다음 * Yes * (예 *)를
클릭하여 확인하고 마법사의 다음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스토리지 배열이 플러그인에 추가됩니다.

◦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연결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 Cancel * 을 선택하고 각 스토리지 배열의 보안 인증서
전략을 확인한 후 추가하십시오.

3. 마법사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 Next * (다음 *)를 클릭합니다.

3단계: 암호를 입력합니다

검색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관리 도메인에 추가할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1. 검색된 각 스토리지 시스템의 필드에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2. 마침 * 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이 지정된 스토리지 어레이에 연결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스토리지
어레이가 관리 도메인에 추가되고 선택한 그룹에 연결됩니다(지정된 경우).

플러그인에서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하려면 볼륨을 생성하고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한 다음 볼륨을 데이터
저장소에 할당합니다.

1단계: 볼륨 생성

볼륨은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스토리지 공간을 관리하고 구성하는 데이터 컨테이너입니다. 스토리지 배열에서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 용량에서 볼륨을 생성하여 시스템 리소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볼륨"의 개념은 빠른 액세스를 위해
파일을 구성하기 위해 컴퓨터의 폴더/디렉토리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볼륨은 호스트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 계층입니다. SAN 환경에서는 볼륨이 LUN(논리 유닛 번호)에 매핑됩니다.

이러한 LUN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하나 이상의 호스트 액세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Manage Volumes](볼륨 관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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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 Create [Volumes](볼륨 생성)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드롭다운 목록에서 볼륨을 할당할 특정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선택하거나 나중에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할당하도록 선택합니다.

5. 선택한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대한 볼륨 생성 순서를 계속하려면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워크로드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워크로드에는 유사한 특성의 볼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볼륨은 워크로드가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최적화됩니다. 워크로드를 정의하거나 기존 워크로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기존 워크로드에 대한 볼륨 생성 * 옵션을 선택한 다음 드롭다운 목록에서 워크로드를 선택합니다.

◦ 새 작업 부하 생성 * 옵션을 선택하여 지원되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새 작업 부하를
정의한 다음 다음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i.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 워크로드를 생성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이 스토리지 배열에서
사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열되지 않은 경우 "기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ii. 생성할 워크로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7.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워크로드가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요청된 정보를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볼륨 추가/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는 적합한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볼륨을 생성합니다.

해당하는 각 풀 및 볼륨 그룹에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 수와 총 사용 가능한 용량이 나타납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의 경우, 해당되는 각 풀 또는 볼륨 그룹은 제안된 볼륨 구성을 기준으로 제안된 용량을 표시하고 남은 사용
가능 용량을 GiB 단위로 표시합니다. 다른 워크로드의 경우 제안된 용량은 풀 또는 볼륨 그룹에 볼륨을 추가하고
보고된 용량을 지정할 때 나타납니다.

8. 볼륨 추가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표의 지침을 읽으십시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여유 용량 볼륨이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선택한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충분한
가용 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DA(Data Assurance) DA 지원 볼륨을 생성하려면 사용하려는 호스트 연결이 DA를 지원해야 합니다.

• DA 지원 볼륨을 생성하려면 DA를 지원하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선택합니다(풀
및 볼륨 그룹 후보 테이블에서 "DA" 옆에 * Yes * 가 표시됨).

• DA 기능은 풀 및 볼륨 그룹 레벨에서 제공됩니다. DA 보호 기능은 컨트롤러를
통해 드라이브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합니다. 새 볼륨에 대해 DA 가능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선택하면 오류가
감지되고 수정됩니다.

• 스토리지 시스템의 컨트롤러에 있는 호스트 접속 중 하나라도 DA를 지원하지
않으면 연결된 호스트가 DA 지원 볼륨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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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드라이브 보안 보안이 설정된 볼륨을 생성하려면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보안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 보안이 설정된 볼륨을 생성하려면 보안이 가능한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선택합니다(풀 및 볼륨 그룹 후보 테이블에서 "보안 가능" 옆에 * 예 * 가 표시됨).

• 드라이브 보안 기능은 풀 및 볼륨 그룹 레벨에서 제공됩니다. 보안 가능
드라이브는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된 드라이브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합니다. 보안이 설정된 드라이브는 쓰기 중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읽기 중에 고유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해독합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에는 보안이 가능한 드라이브와 비보안 가능 드라이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드라이브는 암호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을 만들려면 모든 드라이브가 DULBE(할당 취소 또는
기록되지 않은 논리적 블록 오류) 옵션이 있는 NVMe 드라이브여야 합니다.

9. 이전 단계에서 "기타" 또는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를 선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기타 * – 하나 이상의 볼륨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각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 새 볼륨 추가 * 를 클릭합니다.

◦ *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 * – * 다음 * 을 클릭하여 선택한 워크로드에 대해 시스템 권장 볼륨 및 특성을
수락하거나 * 볼륨 편집 * 을 클릭하여 선택한 워크로드에 대해 시스템 권장 볼륨 및 특성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합니다.

다음 필드가 나타납니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볼륨 이름 볼륨 생성 시퀀스 중에 볼륨에 기본 이름이 할당됩니다. 기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의 유형을 나타내는 추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용량 새 볼륨의 용량과 사용할 용량 단위(MiB, GiB 또는 TiB)를 정의합니다. 일반 볼륨의
경우 최소 용량은 1MiB이고 최대 용량은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있는 드라이브의 수와
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풀의 용량은 4GiB 단위로 할당됩니다. 4GiB의 배수에
포함되지 않은 용량은 할당되지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4GiB 단위로 지정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용량이 있는 경우, 볼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볼륨의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볼륨 유형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를 선택한 경우 볼륨 유형 필드가 나타납니다.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를 위해 생성된 볼륨 유형을 나타냅니다.

볼륨 블록 크기(EF300 및
EF600만 해당)

볼륨에 대해 생성할 수 있는 블록 크기를 표시합니다.

• 512 ~ 512바이트

• 4K – 4,096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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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세그먼트 크기 에는 볼륨 그룹의 볼륨에만 표시되는 세그먼트 크기 조정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여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허용된 세그먼트 크기 전환 * – 시스템이 허용되는 세그먼트 크기 전환을
결정합니다. 현재 세그먼트 크기에서 잘못 전환되는 세그먼트 크기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전이는 일반적으로 현재 세그먼트 크기의
두 배 또는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볼륨 세그먼트 크기가 32KiB인 경우
16KiB 또는 64KiB의 새 볼륨 세그먼트 크기가 허용됩니다.

• SSD 캐시 사용 볼륨 * – SSD 캐시 사용 볼륨에 대해 4KiB 세그먼트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블록 입출력 작업을 처리하는 SSD Cache 지원 볼륨
(예: 16KiB 입출력 블록 크기 이하)에 대해서만 4KiB 세그먼트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규모 블록 순차적 작업을 처리하는 SSD Cache 지원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로 4KiB를 선택하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는 시간 * –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는 시간은
다음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

◦ 호스트로부터의 I/O 로드

◦ 볼륨의 수정 우선 순위입니다

◦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 수입니다

◦ 드라이브 채널 수입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의 처리 능력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면 I/O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만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가능 • 예 * 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가 암호화 가능한 경우에만 "보안 가능" 옆에
표시됩니다. 드라이브 보안은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된
드라이브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합니다. 이 옵션은 드라이브 보안
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보안 키가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에는 보안이 가능한 드라이브와 비보안 가능
드라이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드라이브는 암호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DA * 예 * 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가 DA(Data Assurance)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DA" 옆에 표시됩니다. DA는 전체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높입니다. DA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컨트롤러를 통해 드라이브로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볼륨에 DA를 사용하면
오류가 감지됩니다.

10.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볼륨 생성 순서를 계속하려면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11. 마지막 단계에서는 생성하려는 볼륨의 요약을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을 변경합니다. 변경하려면 * 뒤로 * 를
클릭합니다. 볼륨 구성이 만족스러우면 * 마침 * 을 클릭합니다.

2단계: 호스트 액세스를 생성하고 볼륨을 할당합니다

호스트를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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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 — SCSI 기반(NVMe-oF 아님) 호스트의 자동 호스트 생성이 HCA(Host Context Agent)에 의해
시작됩니다. HCA는 스토리지 배열에 연결된 각 호스트에 설치할 수 있는 유틸리티입니다. HCA가 설치된 각
호스트는 I/O 경로를 통해 구성 정보를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로 푸시합니다. 호스트 정보에 따라 컨트롤러는
자동으로 호스트와 관련 호스트 포트를 생성하고 호스트 유형을 설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호스트 구성을 추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HCA가 자동 감지를 수행한 후 호스트는 다음 속성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 호스트의 시스템 이름에서 파생된 호스트 이름입니다.

◦ 호스트와 연결된 호스트 식별자 포트입니다.

◦ 호스트의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입니다.

Linux 및 Windows용 호스트 컨텍스트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는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tApp 지원 -

다운로드".

호스트는 독립 실행형 호스트로 생성되지만 HCA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추가하지
않습니다.

• * 수동 * – 수동 호스트 생성 중에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하여 연결합니다.

호스트를 생성한 후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하려는 경우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하거나 호스트 클러스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HCA를 사용하여 호스트를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HCA(Host Context Agent)에서 호스트를 자동으로 검색한 다음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호스트 연결이 있는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Hosts](호스트 구성)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구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3. 스토리지 [호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표에는 자동으로 생성된 호스트가 나열됩니다.

4. HCA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름, 호스트 유형, 호스트 포트 식별자)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5.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호스트를 선택한 다음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호스트를 수동으로 생성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지침을 읽으십시오.

• 사용자 환경 내에 이미 스토리지 시스템을 추가하거나 검색한 상태여야 합니다.

• 호스트와 연결된 호스트 식별자 포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 호스트에 할당된 시스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선택한 이름이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이 작업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 이름의 길이는 3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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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호스트 연결이 있는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Hosts](호스트 구성)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구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3. MENU: Create [Host] 를 클릭합니다.

Create Host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필요에 따라 호스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이름 새 호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운영 체제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입니다

(선택 사항) 스토리지 배열에서 지원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사용할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호스트 포트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I/O 인터페이스 선택 * — 일반적으로 호스트 포트는 로그인되어 있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록에서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수동 추가 * — 호스트 포트 식별자가 목록에 표시되지 않으면 호스트 포트가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HBA 유틸리티 또는 iSCSI 이니시에이터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찾아 호스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유틸리티에서 호스트 포트 필드로 복사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한 번에 하나씩).

호스트와 연결하려면 한 번에 하나의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선택해야 하지만
호스트와 연결된 식별자를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식별자는 호스트 포트 필드에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옆에 있는 * X * 를 선택하여 식별자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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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CHAP 이니시에이터
암호를 설정합니다

(선택 사항) iSCSI IQN을 사용하여 호스트 포트를 선택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한 경우,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인증하기 위해
스토리지 배열에 액세스를 시도하는 호스트가 필요한 경우 * Set CHAP initiator

secret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한 각 iSCSI 호스트 포트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 CHAP 인증을 위해 각 iSCSI 호스트 이니시에이터에 설정된 것과 동일한 CHAP

암호를 입력합니다. 상호 CHAP 인증(호스트가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자체적으로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초기 설정 시
또는 설정을 변경하여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CHAP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 호스트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필드를 비워 둡니다.

현재 사용되는 유일한 iSCSI 인증 방법은 CHAP입니다.

5. Create * 를 클릭합니다.

6. 호스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테이블에서 호스트를 선택하고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호스트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후 시스템은 호스트에 대해 구성된 각 호스트 포트(사용자 레이블)의 기본 이름을
생성합니다. 기본 별칭은 "<Hostname_Port Number>"입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IPT에 대해 생성된 첫 번째
포트의 기본 별칭은 "ipt_1"입니다.

7. 다음으로, I/O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볼륨을 할당해야 합니다.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Hosts](호스트 구성)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구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8. 볼륨을 할당할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선택한 다음 * 볼륨 할당 * 을 클릭합니다.

할당할 수 있는 모든 볼륨이 나열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특정 볼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열을 정렬하거나 필터
상자에 원하는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9. 할당할 각 볼륨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표 머리글에서 확인란을 선택하여 모든 볼륨을 선택합니다.

10. 작업을 완료하려면 * 배정 * 을 클릭하십시오.

시스템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할당된 볼륨은 다음으로 사용 가능한 LUN 번호를 받습니다. 호스트는 LUN 번호를 사용하여 볼륨을
액세스합니다.

◦ 사용자 제공 볼륨 이름이 호스트에 연결된 볼륨 목록에 나타납니다. 해당하는 경우 공장 구성 액세스 볼륨이
호스트와 연결된 볼륨 목록에도 표시됩니다.

3단계: vSphere Client에서 데이터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vSphere Client에서 데이터 저장소를 생성하려면 VMware Doc Center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vSphere Client에서 VMFS 데이터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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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용량을 늘려 기존 데이터 저장소의 용량을 늘립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용량을 사용하여 볼륨의 보고된 용량(호스트에 보고된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볼륨의 연결된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충분한 가용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볼륨은 최적이며 수정 상태가 아닙니다.

• 볼륨에서 사용 중인 핫 스페어 드라이브가 없습니다. (볼륨 그룹의 볼륨에만 적용됩니다.)

볼륨 용량 증가는 특정 운영 체제에서만 지원됩니다. LUN 확장을 지원하지 않는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볼륨 용량을 늘릴 경우 확장된 용량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원래 볼륨 용량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vSphere Client 내에서 플러그인으로 이동합니다.

2. 플러그인 내에서 원하는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3. Provisioning * 을 클릭하고 * Manage Volumes * 를 선택합니다.

4. 용량을 늘릴 볼륨을 선택한 다음 * 용량 증가 * 를 선택합니다.

용량 증가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계속하려면 * 예 * 를 선택하십시오.

보고된 용량 증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에는 볼륨의 현재 보고된 용량과 볼륨의 연결된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사용 가능한 가용 용량이
표시됩니다.

6. 보고된 용량을 현재 사용 가능한 보고된 용량에 추가하려면 * 보고 용량 증가… * 상자를 사용합니다. 용량 값을
변경하여 메비바이트(MiB), 기비바이트(GiB) 또는 테비바이트(TiB)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7. 증가 * 를 클릭합니다.

8. 선택한 볼륨에 대해 현재 실행 중인 용량 증가 작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최근 작업 창을 봅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 볼륨 용량이 완료되면 다음 항목에 설명된 대로 VMFS 크기를 수동으로 늘려야 합니다.

◦ "vSphere Client에서 VMFS 데이터 저장소 용량을 늘립니다"

볼륨을 추가하여 기존 데이터 저장소의 용량을 늘립니다

1. 볼륨을 추가하여 데이터 저장소의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의 단계를 따릅니다 1단계: 볼륨 생성.

2. 그런 다음 원하는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하여 데이터 저장소의 용량을 늘립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vSphere Client에서 VMFS 데이터 저장소 용량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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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봅니다

Storage Plugin for vCenter 또는 vSphere Client에서 시스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1. vSphere Client 내에서 플러그인을 엽니다.

2. 다음 패널에서 상태를 봅니다.

◦ * 스토리지 배열 상태 * — * Manage - All * 패널로 이동합니다. 검색된 각 배열에 대해 이 행은 상태 열을
제공합니다.

◦ * 작업 진행 중 * — 측면 패널에서 * 작업 * 을 클릭하여 설정 가져오기와 같은 장기 실행 작업을 모두 봅니다.

Provisioning 드롭다운에서 장기 실행 작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작업 대화 상자에 나열된 각 작업에
대해 완료 비율과 작업을 완료하는 데 남은 예상 시간이 표시됩니다. 경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우선
순위가 높거나 낮은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작업 열의 링크를 사용하여 작업의 우선 순위를
중지하거나 변경합니다.

특히 작업을 중지할 때 대화 상자에 제공된 모든 주의 텍스트를 읽습니다.

플러그인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작업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에 추가 작업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작동 작업의 가능한 상태입니다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볼륨 생성(64TiB보다 큰 일반 풀
볼륨만 해당)

진행 중입니다 없음

볼륨 삭제(64TiB보다 큰 일반 풀
볼륨만 해당)

진행 중입니다 없음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용량을
추가합니다

진행 중입니다 없음

볼륨의 RAID 레벨을 변경합니다 진행 중입니다 없음

풀의 용량을 줄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없음

풀 볼륨에 대한 즉시 사용 가능
형식(iaf) 작업에 남아 있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진행 중입니다 없음

볼륨 그룹의 데이터 중복성을
확인합니다

진행 중입니다 없음

볼륨을 초기화합니다 진행 중입니다 없음

볼륨의 용량을 늘립니다 진행 중입니다 없음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합니다 진행 중입니다 없음

인증서를 관리합니다

인증서 개요

vCenter용 저장소 플러그인에서 인증서 관리를 사용하면 CSR(인증서 서명 요청)을 생성하고
인증서를 가져오고 기존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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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란 무엇입니까?

인증서는 인터넷 보안 통신을 위해 웹 사이트 및 서버와 같은 온라인 엔터티를 식별하는 디지털 파일입니다. 웹 통신은
지정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만 암호화된 형식으로 비공개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됩니다. vCenter용
저장소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호스트 관리 시스템의 브라우저 인증서와 검색된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서명할 수도 있고 자체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명"은 단순히 누군가가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신의 장치를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각 컨트롤러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자체 서명 인증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거나 컨트롤러와 호스트 시스템 간의 보다 안전한 연결을 위해 CA 서명 인증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CA 서명 인증서는 향상된 보안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만(예: 중간의 공격 방지) 대규모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자체 서명된 인증서는 보안성이 떨어지지만
무료입니다. 따라서 자체 서명된 인증서는 프로덕션 환경이 아닌 내부 테스트 환경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서명된 인증서

서명된 인증서는 신뢰할 수 있는 타사 조직인 CA(인증 기관)에서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서명된 인증서에는 개체 소유자
(일반적으로 서버 또는 웹 사이트)에 대한 세부 정보, 인증서 발급 및 만료 날짜, 엔터티에 대한 유효한 도메인 및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디지털 서명이 포함됩니다.

브라우저를 열고 웹 주소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백그라운드에서 인증서 확인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유효한 CA 서명
인증서가 포함된 웹 사이트에 연결 중인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명된 인증서로 보호되는 사이트에는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에 https 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A 서명 인증서가 없는 웹 사이트에 연결하려고 하면 브라우저에
사이트가 안전하지 않음을 알리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CA는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중에 ID를 확인하는 단계를 수행합니다. 등록된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고, 회사 주소를
확인하고, HTTP 또는 DNS 확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CA는 호스트 관리
시스템에 로드할 디지털 파일을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신뢰 체인이 포함됩니다.

• * 루트 * — 계층 구조의 맨 위에 루트 인증서가 있으며, 이 인증서에는 다른 인증서에 서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
키가 들어 있습니다. 루트는 특정 CA 조직을 식별합니다. 모든 네트워크 장치에 동일한 CA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루트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 * 중급 * — 루트에서 오프하는 것은 중간 인증서입니다. CA는 하나 이상의 중간 인증서를 발급하여 보호된 루트와
서버 인증서 간의 중간 역할을 수행합니다.

• * 서버 * — 체인 하단에 있는 서버 인증서는 웹 사이트 또는 기타 장치와 같은 특정 엔터티를 식별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의 각 컨트롤러에는 별도의 서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체 서명된 인증서

스토리지 어레이의 각 컨트롤러에는 사전 설치된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 서명된 인증서는 타사
대신 개체 소유자가 유효성을 검사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CA 서명 인증서와 비슷합니다. CA 서명 인증서와 마찬가지로
자체 서명된 인증서에는 자체 개인 키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HTTPS 연결을 통해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전송되도록 합니다.

자체 서명된 인증서는 브라우저에서 "신뢰"되지 않습니다. 자체 서명된 인증서만 포함된 웹 사이트에 연결할 때마다
브라우저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경고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기본적으로 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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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인증서

플러그인을 열면 브라우저에서 디지털 인증서를 확인하여 관리 호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소스인지 확인합니다.

브라우저에서 CA 서명 인증서를 찾지 못하면 경고 메시지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해당 세션에
대해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CA로부터 서명된 디지털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고
메시지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플러그인 세션 중에 CA 서명 인증서가 없는 컨트롤러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추가 보안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영구적으로 신뢰하거나 컨트롤러에 대해 CA 서명 인증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플러그인이
이러한 컨트롤러에서 들어오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CA 서명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Storage Plugin for vCenter를 호스팅하는 관리 시스템에 안전하게 액세스하기 위해 CA 서명
인증서를 얻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CA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는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 1단계: CSR 파일을 완료합니다.

• 2단계: CSR 파일을 제출합니다.

• 3단계: 관리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1단계: CSR 파일을 완료합니다

먼저 인증서 서명 요청(CSR)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파일은 사용자의 조직과 플러그인이 실행 중인 호스트
시스템을 식별합니다. 또는 OpenSSL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CSR 파일을 생성하고 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2단계:

CSR 파일을 제출합니다.

단계

1. 인증서 관리 * 를 선택합니다.

2. 관리 * 탭에서 * CSR 완료 * 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정보를 입력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 * 조직 * — 회사 또는 조직의 전체 법적 이름. Inc. 또는 Corp.와 같은 접미사를 포함합니다

◦ * 조직 단위(선택 사항) * — 인증서를 처리하는 조직의 사업부입니다.

◦ * 시/군/구 * — 호스트 시스템이나 업무가 위치한 도시.

◦ * 주/지역(선택 사항) * — 호스트 시스템 또는 비즈니스가 위치한 주 또는 지역입니다.

◦ * 국가 ISO 코드 * — 미국 등 해당 국가의 2자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코드입니다.

4. 플러그인이 실행되고 있는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 공통 이름 * — 플러그인이 실행되고 있는 호스트 시스템의 IP 주소 또는 DNS 이름입니다. 이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입력한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 또는
https://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DNS 이름은 와일드카드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 * 대체 IP 주소 * — 공통 이름이 IP 주소인 경우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추가 IP 주소 또는 별칭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의 경우 쉼표로 구분된 형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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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DNS 이름 * — 공통 이름이 DNS 이름이면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추가 DNS 이름을 입력합니다. 여러
항목의 경우 쉼표로 구분된 형식을 사용합니다. 대체 DNS 이름이 없지만 첫 번째 필드에 DNS 이름을 입력한
경우 여기에 해당 이름을 복사합니다. DNS 이름은 와일드카드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5. 호스트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A에서 반환된 인증서를 가져오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6. 마침 * 을 클릭합니다.

2단계: CSR 파일을 제출합니다

CSR(인증서 서명 요청) 파일을 생성한 후 생성된 CSR 파일을 CA에 전송하여 플러그인을 호스팅하는 시스템에 대한
서명된 관리 인증서를 받습니다.

E-Series 시스템에는 .pem, .crt, .cer 또는 .key 파일 형식을 포함하는 서명된 인증서에 대한 PEM 형식(Base64 ASCII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단계

1. 다운로드한 CSR 파일을 찾습니다.

다운로드의 폴더 위치는 브라우저에 따라 다릅니다.

2. CSR 파일을 CA(예: VeriSign 또는 DigiCert)에 제출하고 서명된 인증서를 PEM 형식으로 요청합니다.

CSR 파일을 CA에 제출한 후 다른 CSR 파일을 다시 생성하지 마십시오.

CSR을 생성할 때마다 시스템은 개인 키 및 공개 키 쌍을 생성합니다. 공개 키는 CSR의 일부이며 개인 키는 시스템의 키
저장소에 보관됩니다. 서명된 인증서를 받아서 가져오면 시스템에서 개인 키와 공개 키가 모두 원래 쌍이 되도록 합니다.

키가 일치하지 않으면 서명된 인증서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CA에서 새 인증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3단계: 관리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CA(인증 기관)에서 서명된 인증서를 받은 후 플러그인이 설치된 호스트 시스템으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시작하기 전에

• CA의 서명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파일에는 루트 인증서, 하나 이상의 중간 인증서 및 서버 인증서가
포함됩니다.

• CA가 체인 인증서 파일(예: .p7b 파일)을 제공한 경우, 루트 인증서, 하나 이상의 중간 인증서 및 서버 인증서 등
개별 파일에 체인 파일의 압축을 풀어야 합니다. Windows certmgr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파일의 압축을 풀 수
있습니다(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All Tasks(모든 작업) [Export(내보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base-64

인코딩이 권장됩니다.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체인의 각 인증서 파일에 대해 CER 파일이 표시됩니다.

• 플러그인이 실행 중인 호스트 시스템에 인증서 파일을 복사해야 합니다.

단계

1. 인증서 관리 * 를 선택합니다.

2. 관리 * 탭에서 * 가져오기 * 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찾아보기 * 를 클릭하여 먼저 루트 및 중간 인증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 서버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외부 도구에서
CSR을 생성한 경우 CSR과 함께 생성된 개인 키 파일도 가져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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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자에 파일 이름이 표시됩니다.

4. 가져오기 * 를 클릭합니다.

결과

파일이 업로드되고 검증됩니다. 인증서 정보가 인증서 관리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관리 인증서를 재설정합니다

vCenter용 Storage Plugin을 호스팅하는 관리 시스템의 경우 관리 인증서를 공장 자체 서명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은 Storage Plugin for vCenter가 실행 중인 호스트 시스템에서 현재 관리 인증서를 삭제합니다. 인증서가
재설정되면 호스트 시스템은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되돌아갑니다.

단계

1. 인증서 관리 * 를 선택합니다.

2. 관리 * 탭에서 * 재설정 * 을 선택합니다.

관리 인증서 재설정 확인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필드에 reset을 입력한 다음 * Reset * 을 클릭합니다.

브라우저가 새로 고쳐지면 브라우저가 대상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고 사이트가 HTTP Strict Transport

Security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자체 서명된 인증서로 다시 전환하면 발생합니다.

대상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조건을 지우려면 브라우저에서 탐색 데이터를 지워야 합니다.

결과

시스템에서 서버에서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되돌립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세션에 대해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수동으로 수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스토리지에 대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필요한 경우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인증서를 가져와 vCenter용 Storage Plugin을 호스팅하는
시스템에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CA(인증 기관)에서 서명할 수도 있고 자체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가져오는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 컨트롤러에 대한 인증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단계

1. 인증서 관리 * 를 선택합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 탭을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보고된 모든 인증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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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서]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여 CA 인증서를 가져오거나 메뉴: 자체 서명된 [스토리지 배열 인증서] 가져오기 를
선택하여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4. 보기를 제한하려면 * Show certificates that are… * filtering 필드를 사용하거나 열 머리글 중 하나를 클릭하여
인증서 행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5. 대화 상자에서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 가져오기 * 를 클릭합니다.

인증서가 업로드 및 검증됩니다.

인증서를 봅니다

인증서를 사용하는 조직,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 유효 기간 및 지문(고유 식별자)을 포함하는
인증서의 요약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인증서 관리 * 를 선택합니다.

2. 다음 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Management * — 플러그인을 호스팅하는 시스템의 인증서를 표시합니다. 관리 인증서는 CA(인증 기관)에서
자체 서명하거나 승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 * 신뢰 * — 플러그인이 스토리지 시스템 및 LDAP 서버와 같은 기타 원격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증서를
표시합니다. 인증서는 CA(인증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자체 서명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해당 행을 선택하고 행 끝에 있는 줄임표를 선택한 다음 * 보기 * 또는 *

내보내기 * 를 클릭합니다.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인증서를 내보내 전체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보낸 파일을 열려면 인증서 뷰어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인증서 관리 * 를 선택합니다.

2. 다음 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Management * — 플러그인을 호스팅하는 시스템의 인증서를 표시합니다. 관리 인증서는 CA(인증 기관)에서
자체 서명하거나 승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 * 신뢰 * — 플러그인이 스토리지 시스템 및 LDAP 서버와 같은 기타 원격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증서를
표시합니다. 인증서는 CA(인증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자체 서명할 수 있습니다.

3. 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행 끝에 있는 줄임표를 클릭합니다.

4. 내보내기 * 를 클릭한 다음 인증서 파일을 저장합니다.

5. 인증서 뷰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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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삭제합니다

만료된 인증서와 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증서를 하나 이상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존 인증서를 삭제하기 전에 새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루트 또는 중간 인증서를 삭제하면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이 동일한 인증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계

1. 인증서 관리 * 를 선택합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 탭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사전 설치된 인증서에는 삭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삭제 확인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4. 삭제를 확인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인증서가 테이블에서 제거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인증서 페이지에서는 스토리지 배열에서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가져오거나 신뢰할 수 있는
타사에서 발급한 CA(인증 기관) 인증서를 가져와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CA 서명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 배열의 각 컨트롤러에 대한 인증서 서명 요청(.csr 파일)을 생성하여 CA로 보냈습니다.

• CA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파일을 반환했습니다.

• 인증서 파일은 로컬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는 스토리지 배열이 플러그인에 대한 보안 연결을 설정하려고 시도하지만 연결이 보안으로
확인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CA 인증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 스토리지 배열을 추가했습니다.

• 하나 이상의 인증서가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었습니다.

• 하나 이상의 인증서에 루트 또는 중간 인증서가 없습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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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서 관리 * 를 선택합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 탭을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보고된 모든 인증서가 표시됩니다.

3. [인증서]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여 CA 인증서를 가져오거나 메뉴: 자체 서명된 [스토리지 배열 인증서] 가져오기 를
선택하여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4. 보기를 제한하려면 * Show certificates that are… * filtering 필드를 사용하거나 열 머리글 중 하나를 클릭하여
인증서 행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5. 대화 상자에서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 가져오기 * 를 클릭합니다.

인증서가 업로드 및 검증됩니다.

스토리지 관리

스토리지 관리 개요

Add/Discover 기능을 사용하여 vCenter용 Storage 플러그인에서 관리할 스토리지 시스템을
찾아 추가합니다. 관리 페이지에서 검색된 이러한 스토리지에 대한 새 암호를 이름 변경, 제거 및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지 검색 시 고려 사항

플러그인이 스토리지 리소스를 표시하고 관리하려면 조직의 네트워크에서 관리할 스토리지 어레이를 검색해야 합니다.

단일 어레이 또는 여러 어레이를 검색하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공합니다

여러 어레이를 검색하도록 선택한 경우 네트워크 IP 주소 범위를 입력한 다음 시스템이 해당 범위의 각 IP 주소에 대한
개별 연결을 시도합니다. 성공적으로 도달한 스토리지 배열이 플러그인에 표시되면 이를 관리 도메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일 스토리지 어레이

단일 어레이를 검색하도록 선택한 경우 스토리지 어레이에 있는 컨트롤러 중 하나의 IP 주소를 입력한 다음 해당
어레이를 관리 도메인에 추가합니다.

플러그인은 컨트롤러에 할당된 범위 내에서 단일 IP 주소 또는 IP 주소만 검색하여 표시합니다. 이 단일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벗어나는 컨트롤러에 할당된 대체 컨트롤러 또는 IP 주소가 있는 경우
플러그인이 컨트롤러를 검색 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토리지 배열을 추가하면 연결된 모든 IP

주소가 검색되어 관리 보기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자격 증명

추가할 각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관리자 암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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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검색 프로세스의 일부로 검색된 스토리지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소스의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은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에서 설정하는 모든 연결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의 인증서 기반 인증을 사용합니다.

• *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 — 하나 이상의 컨트롤러 인증서가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었거나 체인에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자체 서명된 인증서 * — 어레이도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된 인증서를 가져오지 않고
어레이를 검색할 경우 플러그인은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수락할 수 있는 추가 단계를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스토리지 배열이 플러그인에 추가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연결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스토리지 배열을 플러그인에 추가하기 전에 * Cancel * 을 선택하고 스토리지
배열의 보안 인증서 전략을 확인합니다.

스토리지 배열 상태입니다

vCenter용 Storage Plugin을 열면 각 스토리지 배열과의 통신이 설정되고 각 스토리지 배열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Manage-All *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배열의 상태 및 스토리지 배열 연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상태 를 나타냅니다

최적 스토리지 배열이 Optimal(최적) 상태에 있습니다. 인증서
문제가 없으며 암호가 유효합니다.

암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스토리지 배열 암호가 제공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입니다 HTTPS 인증서가 자체 서명되어 있고 가져오지 않았거나
인증서가 CA 서명되었으며 루트 및 중간 CA 인증서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리지 배열과의 연결을 하나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문제가 있어 수정하려면 스토리지
시스템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잠금 스토리지 배열이 잠김 상태에 있습니다.

알 수 없음 스토리지 배열에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플러그인이 시작되고 아직 스토리지 어레이와 연결되지
않았거나 스토리지 어레이가 오프라인 상태이며
플러그인을 시작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전에 플러그인이 스토리지 어레이에 연결했지만 지금은
모든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플러그인 인터페이스와 System Manager의 비교

스토리지 배열의 기본 운영 작업에 vCenter용 저장소 플러그인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러그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System Manager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ystem Manager는 이더넷 관리 포트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System Manager에는 모든 어레이 기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조하여 특정 스토리지 어레이 작업에 플러그인 인터페이스나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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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플러그인 인터페이스 System Manager 인터페이스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의 그룹에 대한
배치 작업

예 아니요 작업은 단일 어레이에서
수행됩니다.

SANtricity OS 펌웨어의 업그레이드 예. 일괄 작업에서 하나 이상의 어레이 예. 단일 스토리지 전용.

한 어레이에서 여러 어레이로 설정을
가져옵니다

예 아니요

호스트 및 호스트 클러스터 관리(볼륨
생성, 할당, 업데이트 및 삭제)

예 예

풀 및 볼륨 그룹 관리(생성, 업데이트,

보안 활성화 및 삭제)

예 예

볼륨 관리(생성, 크기 조정, 업데이트
및 삭제)

예 예

SSD Cache 관리(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예 예

미러링 및 스냅샷 관리 아니요 예

하드웨어 관리(컨트롤러 상태 보기,

포트 연결 구성, 컨트롤러 오프라인, 핫
스페어 활성화, 드라이브 지우기, 등)

아니요 예

알림(e-메일, SNMP, syslog) 관리 아니요 예

보안 키 관리 아니요 예

컨트롤러의 인증서 관리 아니요 예

컨트롤러의 액세스 관리(LDAP, SAML

등)

아니요 예

AutoSupport 관리 아니요 예

스토리지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vCenter용 저장소 플러그인에서 저장소 리소스를 표시하고 관리하려면 네트워크에 있는
어레이의 IP 주소를 검색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어레이 컨트롤러의 네트워크 IP 주소(또는 주소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 스토리지 배열이 올바르게 설정 및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스토리지 배열 암호는 System Manager의 액세스 관리 타일을 사용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스토리지 검색은 다단계 절차입니다.

• 1단계: 검색할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합니다

• 2단계: 검색 중에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해결합니다

• 3단계: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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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검색할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를 검색하는 첫 번째 단계로, 로컬 하위 네트워크에서 검색할 단일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추가/검색 기능은 검색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마법사를 엽니다.

단계

1. Manage * 페이지에서 * Add/Discover * 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주소 범위 입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하나의 어레이를 검색하려면 * 단일 스토리지 어레이 검색 *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스토리지 어레이에 있는
컨트롤러 중 하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여러 스토리지 어레이를 검색하려면 * 네트워크 범위 내의 모든 스토리지 배열 검색 *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시작 네트워크 주소와 끝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하여 로컬 하위 네트워크를 검색합니다.

3. 검색 시작 * 을 클릭합니다.

검색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검색된 스토리지 시스템이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검색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관리 가능한 어레이가 검색되지 않으면 스토리지 어레이가 네트워크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할당된 주소가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검색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 New Discovery

Parameters * 를 클릭합니다.

4. 관리 도메인에 추가할 스토리지 배열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은 관리 도메인에 추가할 각 스토리지에 대해 자격 증명 검사를 수행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마법사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 Next * (다음 *)를 클릭합니다.

6. 스토리지 배열에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 로 이동합니다 3단계: 암호를 입력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유효한
인증서가 없는 경우 자체 서명된 인증서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로 이동합니다 2단계: 검색 중에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해결합니다. CA 서명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검색 대화 상자에서 취소하고 로 이동합니다 "스토리지에
대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2단계: 검색 중에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해결합니다

필요한 경우 검색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에 모든 인증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검색 중에 스토리지 배열에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 상태가 표시되는 경우 자체 서명된 인증서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확인하거나 CA 인증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조)

"스토리지에 대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를 클릭합니다.

단계

1. 자체 서명된 인증서 확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를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표의 맨 끝에 있는 줄임표를 클릭하고 팝업 메뉴에서 * 보기 * 를 선택하십시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검색된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연결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 Next * (다음 *)를 클릭한 다음 * Yes * (예 *)를
클릭하여 확인하고 마법사의 다음 카드로 계속 진행합니다.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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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고 스토리지 배열이 플러그인에 추가됩니다.

◦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연결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플러그인에 스토리지 배열을 추가하기 전에 * Cancel * 을
선택하고 각 스토리지 배열의 보안 인증서 전략을 확인합니다.

3단계: 암호를 입력합니다

검색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관리 도메인에 추가할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계

1. 필요한 경우 이전에 어레이에 그룹을 구성한 경우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검색된 어레이에 대한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검색된 각 스토리지 시스템의 필드에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3. 마침 * 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이 지정된 스토리지 어레이에 연결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

스토리지 배열이 관리 도메인에 추가되고 선택한 그룹에 연결됩니다(지정된 경우).

실행 옵션을 사용하면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하나 이상의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브라우저 기반
System Manager를 열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이름을 바꿉니다

vCenter용 Storage Plugin의 관리 페이지에 표시되는 스토리지 배열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Manage *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배열 이름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 행의 맨 오른쪽에 있는 줄임표를 선택한 다음 팝업 메뉴에서 * 스토리지 배열 이름 바꾸기 * 를 선택합니다.

3. 새 이름을 입력하고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배열 암호를 변경합니다

vCenter용 Storage Plugin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보고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ystem Manager에서 설정된 스토리지 어레이의 현재 암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플러그인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 배열의 현재 암호를 입력합니다. System Manager에서
어레이 암호를 변경한 경우 이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Manage * 페이지에서 하나 이상의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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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LECT MENU: Uncommon Tasks[스토리지 배열 암호 제공].

3. 각 스토리지 배열의 암호 또는 암호를 입력한 다음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제거합니다

vCenter용 저장소 플러그인에서 더 이상 스토리지를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하나 이상의
저장소 어레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제거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은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브라우저를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에 직접 연결하여
제거된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제거해도 스토리지 배열 또는 해당 데이터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실수로 제거된 경우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Manage * 페이지에서 제거할 스토리지 배열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2. Uncommon Tasks [Remove storage arrays] 메뉴를 선택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플러그인 인터페이스의 모든 보기에서 제거됩니다.

System Manager를 시작합니다

단일 어레이를 관리하려면 시작 옵션을 사용하여 새 브라우저 창에서 SANtricity System

Manager를 엽니다.

System Manager는 이더넷 관리 포트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System Manager에는 모든 어레이 기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려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 네트워크 관리 클라이언트에 대역외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Manage * 페이지에서 관리할 스토리지 어레이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2. 시작 * 을 클릭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새 탭이 열리면 System Manager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 다음 * 로그인 * 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가져옵니다

설정 가져오기 개요

설정 가져오기 기능은 단일 스토리지 배열(소스)의 설정을 vCenter용 Storage Plugin의 여러
스토리지(대상)로 복제할 수 있는 일괄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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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수 있는 설정입니다

다음 구성을 한 어레이에서 다른 어레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 Alerts * — e-메일, syslog 서버 또는 SNMP 서버를 사용하여 중요한 이벤트를 관리자에게 보내는 경고
방법입니다.

• * AutoSupport * — 스토리지 어레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디스패치를 기술 지원 부서에 보내는 기능입니다.

• * 디렉터리 서비스 * —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서버 및 디렉터리 서비스(예: Microsoft의
Active Directory)를 통해 관리되는 사용자 인증 방법입니다.

• * 시스템 설정 * — 다음과 관련된 구성:

◦ 볼륨에 대한 미디어 스캔 설정입니다

◦ SSD 설정

◦ 자동 로드 밸런싱(호스트 연결 보고 포함 안 함)

• * 스토리지 구성 * — 다음과 관련된 구성:

◦ 볼륨(일반 및 비리포지토리 볼륨만 해당)

◦ 볼륨 그룹 및 풀

◦ 핫 스페어 드라이브 할당

구성 워크플로우

설정을 가져오려면 다음 워크플로를 따릅니다.

1. 소스로 사용할 스토리지 배열에서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설정을 구성합니다.

2. 타겟으로 사용할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구성을 백업합니다.

3. 플러그인 인터페이스에서 * 관리 * 페이지로 이동하여 설정을 가져옵니다.

4. 작업 페이지에서 설정 가져오기 작업의 결과를 검토합니다.

스토리지 구성 복제 요구 사항

스토리지 시스템 간에 스토리지 구성을 가져오기 전에 요구 사항 및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쉘프

• 컨트롤러가 상주하는 쉘프는 소스 및 타겟 어레이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 소스 및 타겟 스토리지에서 쉘프 ID가 동일해야 합니다.

• 확장 쉘프가 동일한 드라이브 유형으로 동일한 슬롯에 설치되어야 합니다(구성에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되지 않은 드라이브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음).

컨트롤러

• 컨트롤러 유형은 소스와 대상 어레이 간에 다를 수 있지만 RBOD 케이스 유형은 동일해야 합니다.

• 호스트의 DA 기능을 포함한 HIC는 소스와 타겟 스토리지 간에 동일해야 합니다.

• 양면 인쇄에서 단면 인쇄로 가져오는 것은 지원되지 않지만 단면 인쇄에서 양면 인쇄로 가져오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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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E 설정은 가져오기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태

• 타겟 스토리지가 최적 상태여야 합니다.

• 소스 스토리지가 최적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스토리지

• 타겟의 볼륨 용량이 소스보다 큰 경우 소스 스토리지와 타겟 스토리지 간에 드라이브 용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타겟
스토리지에는 복제 작업에 의해 볼륨으로 완전히 구성되지 않는 더 큰 최신 용량 드라이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스 스토리지에서 64TB 이상의 디스크 풀 볼륨으로 인해 타겟의 가져오기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알림 설정을 가져옵니다

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로 경고 구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배치
작업은 네트워크에서 여러 어레이를 구성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알림은 소스로 사용할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System Manager(메뉴: 설정 [경고])에서 구성됩니다.

• 대상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기존 구성은 System Manager(시스템 설정) [System(시스템) > Save Storage Array

Configuration(스토리지 배열 구성 저장)] 메뉴에서 백업됩니다.

• 에서 스토리지 구성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설정 가져오기 개요".

이 작업에 대해

가져오기 작업에 대해 e-메일, SNMP 또는 syslog 알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이메일 경고 * — 메일 서버 주소 및 경고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 Syslog 경고 * — syslog 서버 주소와 UDP 포트입니다.

• SNMP 경고 * — SNMP 서버의 커뮤니티 이름 및 IP 주소입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작업 [설정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설정 가져오기 마법사가 열립니다.

2. 설정 선택 대화 상자에서 * 이메일 경고 *, * SNMP 경고 * 또는 * Syslog 경고 * 를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소스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소스 선택 대화 상자에서 가져올 설정이 있는 배열을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4. 대상 선택 대화 상자에서 새 설정을 받을 하나 이상의 배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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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미만의 펌웨어를 사용하는 스토리지 어레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플러그인이 해당
어레이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예: 오프라인이거나 인증서, 암호 또는 네트워킹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대화 상자에 어레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5. 마침 * 을 클릭합니다.

작업 페이지에는 가져오기 작업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작업이 실패하면 해당 행을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이제 e-메일, SNMP 또는 syslog를 통해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도록 타겟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utoSupport 설정을 가져옵니다

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로 AutoSupport 구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배치 작업은 네트워크에서 여러 어레이를 구성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AutoSupport는 소스로 사용할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메뉴: 지원 [지원 센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상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기존 구성은 System Manager(시스템 설정) [System(시스템) > Save Storage Array

Configuration(스토리지 배열 구성 저장)] 메뉴에서 백업됩니다.

• 에서 스토리지 구성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설정 가져오기 개요".

이 작업에 대해

가져온 설정에는 별도 기능(기본 AutoSupport, AutoSupport OnDemand 및 원격 진단), 유지 관리 창, 제공 방법, 및
발송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작업 [설정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설정 가져오기 마법사가 열립니다.

2. 설정 선택 대화 상자에서 * AutoSupport * 를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소스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소스 선택 대화 상자에서 가져올 설정이 있는 배열을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4. 대상 선택 대화 상자에서 새 설정을 받을 하나 이상의 배열을 선택합니다.

8.50 미만의 펌웨어를 사용하는 스토리지 어레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플러그인이 해당
어레이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예: 오프라인이거나 인증서, 암호 또는 네트워킹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대화 상자에 어레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5. 마침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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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페이지에는 가져오기 작업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작업이 실패하면 해당 행을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이제 타겟 스토리지 시스템이 소스 스토리지와 동일한 AutoSupport 설정으로 구성됩니다.

디렉터리 서비스 설정을 가져옵니다

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로 디렉토리 서비스 구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배치 작업은 네트워크에서 여러 어레이를 구성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디렉토리 서비스는 소스로 사용할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System Manager(메뉴: 설정 [액세스 관리])에서
구성됩니다.

• 대상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기존 구성은 System Manager(시스템 설정) [System(시스템) > Save Storage Array

Configuration(스토리지 배열 구성 저장)] 메뉴에서 백업됩니다.

• 에서 스토리지 구성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설정 가져오기 개요".

이 작업에 대해

가져온 설정에는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서버의 도메인 이름과 URL, LDAP 서버의 사용자
그룹에 대한 매핑과 스토리지 배열의 사전 정의된 역할에 대한 URL이 포함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작업 [설정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설정 가져오기 마법사가 열립니다.

2. 설정 선택 대화 상자에서 * 디렉터리 서비스 * 를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소스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소스 선택 대화 상자에서 가져올 설정이 있는 배열을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4. 대상 선택 대화 상자에서 새 설정을 받을 하나 이상의 배열을 선택합니다.

8.50 미만의 펌웨어를 사용하는 스토리지 어레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플러그인이 해당
어레이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예: 오프라인이거나 인증서, 암호 또는 네트워킹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대화 상자에 어레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5. 마침 * 을 클릭합니다.

작업 페이지에는 가져오기 작업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작업이 실패하면 해당 행을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이제 타겟 스토리지 시스템이 소스 스토리지와 동일한 디렉토리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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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을 가져옵니다

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로 시스템 설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배치
작업은 네트워크에서 여러 어레이를 구성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시스템 설정은 소스로 사용할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System Manager에서 구성됩니다.

• 대상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기존 구성은 System Manager(시스템 설정) [System(시스템) > Save Storage Array

Configuration(스토리지 배열 구성 저장)] 메뉴에서 백업됩니다.

• 에서 스토리지 구성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설정 가져오기 개요".

이 작업에 대해

가져온 설정에는 볼륨에 대한 미디어 스캔 설정, 컨트롤러에 대한 SSD 설정, 자동 로드 밸런싱(호스트 연결 보고 제외
)이 포함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작업 [설정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설정 가져오기 마법사가 열립니다.

2. 설정 선택 대화 상자에서 * 시스템 * 을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소스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소스 선택 대화 상자에서 가져올 설정이 있는 배열을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4. 대상 선택 대화 상자에서 새 설정을 받을 하나 이상의 배열을 선택합니다.

8.50 미만의 펌웨어를 사용하는 스토리지 어레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플러그인이 해당
어레이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예: 오프라인이거나 인증서, 암호 또는 네트워킹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대화 상자에 어레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5. 마침 * 을 클릭합니다.

작업 페이지에는 가져오기 작업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작업이 실패하면 해당 행을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이제 타겟 스토리지 시스템이 소스 스토리지와 동일한 시스템 설정으로 구성됩니다.

스토리지 구성 설정을 가져옵니다

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로 스토리지 구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배치
작업은 네트워크에서 여러 어레이를 구성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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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는 소스로 사용할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System Manager에서 구성됩니다.

• 대상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기존 구성은 System Manager(시스템 설정) [System(시스템) > Save Storage Array

Configuration(스토리지 배열 구성 저장)] 메뉴에서 백업됩니다.

• 에서 스토리지 구성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설정 가져오기 개요".

• 소스 및 타겟 스토리지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컨트롤러가 상주하는 쉘프는 동일해야 합니다.

◦ 쉘프 ID는 동일해야 합니다.

◦ 확장 셸프는 동일한 드라이브 유형으로 동일한 슬롯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RBOD 케이스 유형은 동일해야 합니다.

◦ 호스트의 Data Assurance 기능을 비롯한 HIC는 동일해야 합니다.

◦ 타겟 스토리지가 최적 상태여야 합니다.

◦ 타겟 스토리지의 볼륨 용량이 소스 스토리지의 용량보다 큽니다.

•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이해합니다.

◦ 양면 인쇄에서 단면 인쇄로 가져오는 것은 지원되지 않지만 단면 인쇄에서 양면 인쇄로 가져오는 것은
허용됩니다.

◦ 소스 스토리지에서 64TB 이상의 디스크 풀 볼륨으로 인해 타겟의 가져오기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가져온 설정에는 구성된 볼륨(일반 및 비리포지토리 볼륨만 해당), 볼륨 그룹, 풀 및 핫 스페어 드라이브 할당이
포함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작업 [설정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설정 가져오기 마법사가 열립니다.

2. 설정 선택 대화 상자에서 * 스토리지 구성 * 을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소스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소스 선택 대화 상자에서 가져올 설정이 있는 배열을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4. 대상 선택 대화 상자에서 새 설정을 받을 하나 이상의 배열을 선택합니다.

8.50 미만의 펌웨어를 사용하는 스토리지 어레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플러그인이 해당
어레이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예: 오프라인이거나 인증서, 암호 또는 네트워킹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대화 상자에 어레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5. 마침 * 을 클릭합니다.

작업 페이지에는 가져오기 작업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작업이 실패하면 해당 행을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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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타겟 스토리지 시스템이 소스 스토리지와 동일한 스토리지 구성으로 구성됩니다.

스토리지 그룹을 관리합니다

스토리지 그룹 개요

스토리지 시스템 집합을 그룹화하여 vCenter용 Storage Plugin에서 물리적 인프라와 가상화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또는 보고 작업을 보다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
어레이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그룹 유형:

• * All group * — all 그룹은 기본 그룹이며 조직에서 검색된 모든 스토리지 어레이를 포함합니다. All(모두) 그룹은
기본 보기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생성 그룹 * — 사용자 생성 그룹에는 해당 그룹에 추가하기 위해 수동으로 선택한 스토리지 배열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생성 그룹은 기본 보기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어레이 그룹을 생성합니다

스토리지 그룹을 생성한 다음 스토리지 시스템을 그룹에 추가합니다. 스토리지 그룹은 볼륨을
구성하는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드라이브를 정의합니다.

• 단계 *

1. 관리 페이지에서 메뉴 관리 그룹 [스토리지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2. 이름 * 필드에 새 그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새 그룹에 추가할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배열을 그룹에 추가합니다

사용자가 생성한 그룹에 하나 이상의 스토리지 어레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1. 기본 보기에서 * 관리 * 를 선택한 다음 스토리지 배열을 추가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2. 메뉴: Manage Groups [Add storage arrays to group]를 선택합니다.

3. 그룹에 추가할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4. 추가 * 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그룹 이름을 바꿉니다

현재 이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스토리지 어레이 그룹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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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문자, 숫자 및 밑줄(_), 하이픈(-) 및 파운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자를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른 이름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이름을 30자로 제한합니다. 이름의 선행 및 후행 공백이 삭제됩니다.

•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 나중에 그 의미를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임의 이름이나 이름을 피하십시오.

단계

1. 기본 보기에서 * 관리 * 를 선택한 다음 이름을 바꿀 스토리지 어레이 그룹을 선택합니다.

2. 메뉴 선택: Manage Groups [Rename storage array group](그룹 관리 [스토리지 배열 그룹 이름 바꾸기]).

3. 그룹 이름 * 필드에 그룹의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이름 바꾸기 * 를 클릭합니다.

그룹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제거합니다

특정 스토리지 그룹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 스토리지 어레이를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그룹에서
하나 이상의 관리되는 스토리지 어레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그룹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제거해도 스토리지 배열 또는 해당 데이터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ystem

Manager에서 스토리지 어레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이
그룹에서 실수로 제거된 경우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메뉴 관리 그룹 [그룹에서 스토리지 배열 제거]를 선택합니다.

2. 드롭다운에서 제거할 스토리지 배열이 포함된 그룹을 선택한 다음 그룹에서 제거할 각 스토리지 배열 옆의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3. 제거 * 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 그룹을 삭제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스토리지 그룹을 하나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은 스토리지 어레이 그룹만 삭제합니다. 삭제된 그룹과 연결된 스토리지 배열은 모두 관리 보기 또는 연결된 다른
그룹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메뉴 관리 그룹 [스토리지 어레이 그룹 삭제]를 선택합니다.

2. 삭제할 스토리지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3. 삭제 * 를 클릭합니다.

OS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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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개요

vCenter용 스토리지 플러그인에서 같은 유형의 여러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SANtricity

소프트웨어 및 NVSRAM 업그레이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업그레이드

다음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1. 지원 사이트에서 최신 SANtricity OS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지원 페이지에서 링크 제공). 관리 호스트 시스템
(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에 액세스하는 호스트)에 파일을 저장한 다음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2. 플러그인에서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파일과 NVSRAM 파일을 리포지토리(파일이 저장되는 서버 영역)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저장소에 파일이 로드되면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페이지에서 OS 소프트웨어 파일과 NVSRAM 파일을 선택합니다. 소프트웨어 파일을 선택하면 호환되는 스토리지
배열 목록이 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새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할 스토리지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호환되지 않는 어레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4. 그런 다음 즉시 소프트웨어 전송 및 활성화를 시작하거나 나중에 활성화할 파일을 준비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에 플러그인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스토리지 배열의 상태 점검을 수행하여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지 못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태
확인에 실패한 어레이가 있으면 해당 특정 어레이를 건너뛰고 다른 어레이를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어레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각 컨트롤러로 업그레이드 파일을 전송합니다.

◦ 컨트롤러를 재부팅하고 한 번에 하나의 컨트롤러인 새 OS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합니다. 활성화 중에 기존 OS

파일이 새 파일로 대체됩니다.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고려 사항

여러 스토리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계획의 일환으로 주요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현재 버전

검색된 각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vCenter용 저장소 플러그인 의 관리 페이지에서 현재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전은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열에 표시됩니다. 각 행에서 OS 버전을 클릭하면 컨트롤러
펌웨어 및 NVSRAM 정보가 팝업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기타 구성 요소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에 호스트가 컨트롤러와 올바르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호스트의 다중 경로/페일오버 드라이버
또는 HBA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호환성 정보는 을 참조하십시오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듀얼 컨트롤러

스토리지 어레이에 2개의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고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I/O를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에 다음 프로세스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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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트롤러 A는 모든 LUN을 컨트롤러 B로 페일오버합니다

2. 컨트롤러 A에서 업그레이드가 발생합니다

3. 컨트롤러 A는 LUN과 모든 컨트롤러 B의 LUN을 백업합니다.

4. 컨트롤러 B에서 업그레이드가 발생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후 컨트롤러 간에 볼륨을 수동으로 재배포하여 볼륨이 올바른 소유 컨트롤러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을 수행합니다

상태 점검은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행되지만 시작하기 전에 상태 점검을 별도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 점검을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평가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단계 *

1. 기본 보기에서 * 관리 * 를 선택한 다음 메뉴: 업그레이드 센터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 을 선택합니다.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 대화 상자가 열리고 검색된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이 나열됩니다.

2. 필요한 경우 현재 최적의 상태가 아닌 모든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목록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을 필터링하거나
정렬합니다.

3. 상태 점검을 통해 실행할 스토리지 시스템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시작 * 을 클릭합니다.

상태 점검이 수행되는 동안 대화 상자에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5. 상태 점검이 완료되면 각 행의 오른쪽에 있는 줄임표(…)를 클릭하여 추가 정보를 보고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태 확인에 실패한 어레이가 있으면 해당 특정 어레이를 건너뛰고 다른 어레이를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어레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OS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및 NVSRAM으로 하나 이상의 스토리지 어레이를 업그레이드하여 모든 최신
기능과 버그 수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NVSRAM은 컨트롤러의 기본 설정을
지정하는 컨트롤러 파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플러그인이 실행 중인 호스트 시스템에서 최신 SANtricity OS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금 또는 나중에 활성화할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중에 정품
인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시간 * —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I/O 부하가 더 가벼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중에 컨트롤러가 페일오버되므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성능이 평소보다 저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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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 * 패키지 유형 * —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의 파일을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새 OS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손실 또는 스토리지 배열 손상 위험 * — 업그레이드 중에 스토리지 배열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전원을 유지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어레이에 컨트롤러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거나 다중 경로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I/O 작업을 중지하여 응용 프로그램 오류를 방지합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2개의 컨트롤러가 있는데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I/O 작업을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기본 보기에서 * 관리 * 를 선택한 다음 업그레이드할 스토리지 어레이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3. 업그레이드 센터 [업그레이드 > SANtricity OS >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지원 사이트에서 로컬 컴퓨터로 최신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a. 소프트웨어 저장소에 새 파일 추가 를 클릭합니다

b. 최신 SANtricity OS 다운로드를 찾기 위한 링크를 클릭합니다.

c. 최신 릴리스 다운로드 * 링크를 클릭합니다.

d. 나머지 지침에 따라 OS 파일과 NVSRAM 파일을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합니다.

버전 8.42 이상에서는 디지털 서명된 펌웨어가 필요합니다. 서명되지 않은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려고 하면 오류가 표시되고 다운로드가 중단됩니다.

5.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할 OS 소프트웨어 파일과 NVSRAM 파일을 선택합니다.

a. 드롭다운에서 로컬 시스템으로 다운로드한 OS 파일을 선택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파일이 최신 날짜부터 가장 오래된 날짜순으로 정렬됩니다.

소프트웨어 리포지토리는 플러그인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파일을 나열합니다. 사용할 파일이
표시되지 않으면 * 소프트웨어 리포지토리에 새 파일 추가 * 링크를 클릭하여 추가할 OS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a. NVSRAM 파일 선택 * 드롭다운에서 사용할 컨트롤러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파일이 최신 날짜부터 가장 오래된 날짜순으로 정렬됩니다.

6. Compatible Storage Array 표에서 선택한 OS 소프트웨어 파일과 호환되는 스토리지 배열을 검토한 다음
업그레이드할 스토리지를 선택합니다.

◦ 관리 보기에서 선택했으며 선택한 펌웨어 파일과 호환되는 스토리지 배열은 기본적으로 호환 가능한 스토리지
배열 테이블에서 선택됩니다.

◦ 선택한 펌웨어 파일로 업데이트할 수 없는 스토리지 배열은 * 호환되지 않음 * 상태로 표시된 호환 가능한
스토리지 배열 테이블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7. (선택 사항) 소프트웨어 파일을 활성화하지 않고 스토리지 어레이로 전송하려면 * OS 소프트웨어를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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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로 전송, 스테이징으로 표시 및 나중에 활성화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8. 시작 * 을 클릭합니다.

9. 지금 활성화할지 아니면 나중에 활성화할지 여부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업그레이드하려는 어레이에 제안된 OS 소프트웨어 버전을 전송하려면 "전송"을 입력하고 * 전송 * 을
클릭합니다. 전송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려면 업그레이드 센터 [스테이징된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활성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업그레이드를 선택한 어레이에서 제안된 OS 소프트웨어 버전을 전송 및 활성화하려면 "업그레이드"를
입력하고 * 업그레이드 * 를 클릭합니다.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를 위해 선택한 각 스토리지 어레이로 소프트웨어 파일을 전송한 다음 재부팅을 시작하여
해당 파일을 활성화합니다.

업그레이드 작업 중에 다음 작업이 수행됩니다.

◦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행됩니다.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을 통해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요소를 평가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상태 검사에 실패하면 업그레이드가 중지됩니다. 줄임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로그 저장 * 을 선택하여 오류를 검토합니다. 상태 점검 오류를 재정의하도록 선택한 다음 * 계속 * 을
클릭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 후 업그레이드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선택 사항)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줄임표(…)를 클릭하여 특정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업그레이드된 항목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 로그 저장 * 을 선택합니다.

이 파일은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upgrade_log-<date>'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Json’이라고 합니다.

스테이징된 OS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합니다

소프트웨어 파일을 즉시 활성화하거나 더 편리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나중에 소프트웨어 파일을 활성화하도록 선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펌웨어 파일을 활성화하지 않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중에 정품 인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시간 * —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I/O 부하가 더 가벼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중에 컨트롤러가 재부팅되고 페일오버되므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성능이 평소보다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패키지 유형 * —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의 파일을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새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후에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기본 보기에서 * 관리 * 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페이지 맨 위에서 * Status * 열을 클릭하여 "OS

Upgrade(활성화 대기 중)" 상태의 모든 스토리지 어레이를 정렬합니다.

2.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스토리지 어레이를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메뉴: 업그레이드 센터 [스테이징된 SANtricity

소프트웨어 활성화]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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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작업 중에 다음 작업이 수행됩니다.

◦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이 활성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행됩니다.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을 통해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 요소를 평가하여 활성화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상태 검사에 실패하면 활성화가 중지됩니다. 줄임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로그 저장 * 을 선택하여 오류를 검토합니다. 상태 점검 오류를 재정의하도록 선택한 다음 * 계속 * 을 클릭하여
활성화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 후 활성화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전 상태 점검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활성화가 발생합니다. 활성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스토리지
배열 구성과 활성화 중인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선택 사항) 활성화가 완료된 후 줄임표(…)를 클릭하여 특정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활성화된 항목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 로그 저장 * 을 선택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의 Downloads 폴더에 "activate_log-<date>"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Json’이라고 합니다.

스테이징된 OS 소프트웨어를 지웁니다

대기 중인 버전이 나중에 실수로 활성화되지 않도록 스테이징된 OS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징된 OS 소프트웨어를 제거해도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실행 중인 현재 버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

1. 기본 보기에서 * 관리 * 를 선택한 다음 메뉴: 업그레이드 센터 [스테이징된 SANtricity 소프트웨어 지우기] 를
선택합니다.

Clear Staged SANtricity Software(스테이징된 소프트웨어 지우기) 대화 상자가 열리고 보류 중인 소프트웨어 또는
NVSRAM이 있는 검색된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이 나열됩니다.

2. 필요한 경우 스테이징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모든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목록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을 필터링하거나
정렬합니다.

3. 선택 취소할 보류 중인 소프트웨어가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지우기 * 를 클릭합니다.

작업 상태가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장소를 관리합니다

vCenter용 Storage Plugin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파일이 나열된 소프트웨어 저장소를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리포지토리를 사용하여 SANtricity OS 파일을 추가하는 경우 로컬 시스템에서 OS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저장소 관리 옵션을 사용하여 플러그인이 실행 중인 호스트 시스템으로 하나 이상의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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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하나 이상의 OS 파일을 삭제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1. 기본 보기에서 * 관리 * 를 선택한 다음 메뉴: 업그레이드 센터 [SANtricity 소프트웨어 저장소 관리] 를 선택합니다.

SANtricity OS 소프트웨어 저장소 관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가져오기: *

i. 가져오기 * 를 클릭합니다.

ii. 찾아보기 * 를 클릭한 다음 추가할 OS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OS 파일의 파일 이름은 N2800-

830000-000.DLP와 비슷합니다.

iii. 추가할 OS 파일을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 가져오기 * 를 클릭합니다.

◦ * 삭제: *

i. 소프트웨어 저장소에서 제거할 OS 파일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ii. 삭제 * 를 클릭합니다.

결과

가져오기를 선택한 경우 파일이 업로드되고 확인됩니다. 삭제를 선택하면 소프트웨어 저장소에서 파일이 제거됩니다.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프로비저닝 개요

vCenter용 저장소 플러그인에서 볼륨이라는 데이터 컨테이너를 생성하여 호스트가 스토리지의
저장소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볼륨 유형 및 특성

볼륨은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스토리지 공간을 관리하고 구성하는 데이터 컨테이너입니다.

스토리지 배열에서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 용량에서 볼륨을 생성하여 시스템 리소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볼륨"의
개념은 빠른 액세스를 위해 파일을 구성하기 위해 컴퓨터의 폴더/디렉토리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볼륨은 호스트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 계층입니다. SAN 환경에서는 볼륨이 LUN(논리 유닛 번호)에 매핑됩니다.

이러한 LUN은 FC, iSCSI 및 SAS를 비롯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지원하는 하나 이상의 호스트 액세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의 각 볼륨은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기준으로 고유한 개별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세그먼트 크기 * — 세그먼트는 스토리지 어레이가 스트라이프의 다음 드라이브(RAID 그룹)로 이동하기 전에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KB)입니다. 세그먼트 크기는 볼륨 그룹의 용량과 같거나 그보다 작습니다.

세그먼트 크기가 고정되어 풀의 경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용량 * —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사용 가능한 용량을 사용하여 볼륨을 생성합니다. 볼륨을 생성하기 전에 풀 또는
볼륨 그룹이 이미 있어야 하며 볼륨을 생성할 수 있는 충분한 가용 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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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트롤러 소유권 * — 모든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일 컨트롤러
어레이에서 단일 컨트롤러로 볼륨의 워크로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컨트롤러 어레이에서 볼륨에는 볼륨을
"소유"하는 기본 컨트롤러(A 또는 B)가 있습니다. 이중 컨트롤러 구성에서는 컨트롤러 간에 워크로드가 이동할 때
자동 로드 밸런싱 기능을 사용하여 볼륨 소유권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로드 밸런싱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동 로드
밸런싱은 자동화된 I/O 워크로드 밸런싱을 제공하고 호스트에서 들어오는 I/O 트래픽을 두 컨트롤러 간에 동적으로
관리 및 밸런싱합니다.

• * 볼륨 할당 * — 볼륨을 생성할 때 또는 나중에 호스트에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호스트
액세스는 LUN(Logical Unit Number)을 통해 관리됩니다. 호스트는 다시 볼륨에 할당된 LUN을 감지합니다. 여러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하는 경우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든 호스트에서 볼륨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호스트 유형에는 호스트가 액세스할 수 있는 볼륨 수에 대한 특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호스트에서 사용할
볼륨을 생성할 때 이 제한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 * 리소스 프로비저닝 * — EF600 또는 EF300 스토리지 어레이의 경우 백그라운드 초기화 프로세스 없이 즉시
볼륨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은 SSD 볼륨 그룹 또는 풀의 일반 볼륨으로,

볼륨이 생성될 때 드라이브 용량이 할당되지만 드라이브 블록이 할당 해제(매핑 해제)됩니다.

• * 설명적 이름 * - - - 어떤 이름을 원하든 볼륨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름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볼륨 생성 중에 각 볼륨에 용량이 할당되며 이름, 세그먼트 크기(볼륨 그룹만 해당), 컨트롤러 소유권 및 볼륨-호스트
할당이 할당됩니다. 볼륨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컨트롤러 전체에서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됩니다.

볼륨에 대한 용량입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드라이브는 데이터의 물리적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저장을 시작하려면 먼저 할당된
용량을 풀 또는 볼륨 그룹이라고 하는 논리적 구성 요소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객체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배열의 데이터를 구성, 저장, 유지 및 보존할 수 있습니다.

생성 및 확장 용량

풀 또는 볼륨 그룹의 할당되지 않은 용량 또는 사용 가능한 용량에서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할당되지 않은 용량에서 볼륨을 생성할 경우 풀 또는 볼륨 그룹과 볼륨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용량에서 볼륨을 생성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추가 볼륨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볼륨 용량을 확장한 후 파일 시스템 크기를 수동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 방법은 사용 중인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플러그인 인터페이스에서는 씬 볼륨을 생성하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볼륨에 대해 보고된 용량입니다

볼륨의 보고된 용량은 할당된 물리적 스토리지 용량과 같습니다. 물리적 스토리지 용량의 전체 양이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할당된 공간은 호스트에 보고된 공간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륨의 보고된 용량을 볼륨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 최대 용량으로 설정합니다. 볼륨은 애플리케이션에 예측
가능하고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성 시 모든 가용 용량이 예약되고 할당되기 때문입니다.

용량 제한

볼륨의 최소 용량은 1MiB이고 최대 용량은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있는 드라이브의 수와 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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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에 대해 보고된 용량을 늘릴 경우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최대 3개의 소수 자릿수(예: 65.375GiB)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용량은 볼륨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볼륨을 생성할 때 DSS(동적 세그먼트
크기) 마이그레이션에 일부 추가 용량이 사전 할당됩니다. DSS 마이그레이션은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입니다.

• 2TiB보다 큰 볼륨은 일부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지원됩니다(보고된 최대 용량은 호스트 운영 체제에 의해 결정됨).

실제로 일부 호스트 운영 체제는 최대 128TiB 볼륨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

볼륨을 생성할 때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스토리지 어레이 구성을 사용자 지정할 워크로드를 선택합니다.

워크로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객체입니다. 애플리케이션별로 하나 이상의 워크로드 또는 인스턴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시스템에서 기본 볼륨 특성이 비슷한 볼륨을 포함하도록 워크로드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볼륨 특성은 워크로드가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 최적화됩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SQL Server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워크로드를 생성한 다음 해당 워크로드에 대한 볼륨을 생성하는 경우 기본 볼륨
특성은 Microsoft SQL Server를 지원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볼륨을 생성하는 동안 작업 부하 사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Exchange용
볼륨을 만드는 경우 필요한 메일박스 수, 평균 메일박스 용량 요구 사항,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수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시스템에서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최적의 볼륨 구성을 생성합니다. 이 구성은 필요에 따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볼륨 생성 순서에서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의 유형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워크로드, 즉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와 기타 워크로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응용 프로그램별 * — 응용 프로그램별 작업 부하를 사용하여 볼륨을 생성할 때 응용 프로그램 작업 부하 I/O와
응용 프로그램 인스턴스의 다른 트래픽 간의 경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화된 볼륨 구성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I/O

유형, 세그먼트 크기, 컨트롤러 소유권, 읽기 및 쓰기 캐시와 같은 볼륨 특성은 자동으로 권장 사항이며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대해 생성되는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Microsoft SQL Server를 참조하십시오

◦ Microsoft Exchange Server를 참조하십시오

◦ 비디오 감시 애플리케이션

◦ VMware ESXi(가상 머신 파일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볼륨용)

볼륨 추가/편집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권장 볼륨 구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권장 볼륨 및 특성을 편집,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기타(또는 특정 볼륨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 — 다른 워크로드는 볼륨 구성을 사용하며, 특정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되지 않은 워크로드를 생성하려는 경우 또는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사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적화 기능이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동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볼륨 추가/편집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볼륨 구성을 수동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뷰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를 보려면 System Manager를 시작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와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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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s(볼륨) 타일에서 Applications & Workload(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탭을 선택하여 워크로드별로
그룹화된 스토리지 어레이의 볼륨과 워크로드가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 성능 타일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탭을 선택하여 논리적 객체에 대한 성능 메트릭(지연 시간, IOPS 및
MBs)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워크로드별로 그룹화됩니다. 이 성능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면 기준 측정을 설정하고 추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I/O 성능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리지 생성

vCenter용 저장소 플러그인에서 먼저 특정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대한 워크로드를 생성하여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기본 볼륨 특성이 유사한 볼륨을 생성하여 스토리지 용량을
워크로드에 추가합니다.

1단계: 워크로드 생성

워크로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객체입니다. 애플리케이션별로 하나 이상의 워크로드 또는 인스턴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시스템에서 기본 볼륨 특성이 비슷한 볼륨을 포함하도록 워크로드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볼륨
특성은 워크로드가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 최적화됩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SQL Server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워크로드를 생성한 다음 해당 워크로드에 대한 볼륨을 생성하는 경우 기본 볼륨 특성은
Microsoft SQL Server를 지원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다음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대해서만 최적화된 볼륨 구성을 권장합니다.

• Microsoft SQL Server를 참조하십시오

• Microsoft Exchange Server를 참조하십시오

• 비디오 감시

• VMware ESXi(가상 머신 파일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볼륨용)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Manage Volumes](볼륨 관리)를 선택합니다.

3. 메뉴: Create [Workload](워크로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생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워크로드를 생성할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워크로드 이름을 입력합니다.

5. Create * 를 클릭합니다.

2단계: 볼륨 생성

볼륨을 생성하여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에 스토리지 용량을 추가하고 생성된 볼륨을 특정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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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사용자 정의 볼륨 구성으로 기본 설정되지만, 다른 유형은 볼륨 생성 시 스마트 구성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Exchange 애플리케이션용 볼륨을 만드는 경우 필요한 메일박스 수, 평균 메일박스
용량 요구 사항,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수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시스템에서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최적의
볼륨 구성을 생성합니다. 이 구성은 필요에 따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Provisioning [Manage Volumes > Create > Volumes] 또는 메뉴에서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 > Create > Volumes]. 이 절차는 두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일합니다.

볼륨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2a단계: 볼륨의 호스트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볼륨에 대한 특정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선택하거나 호스트를 나중에 할당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유효한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가 정의되었습니다(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Hosts](호스트 구성)로
이동).

• 호스트에 대한 호스트 포트 식별자가 정의되었습니다.

• DA 지원 볼륨을 생성하려는 경우 호스트 접속에서 DA(Data Assurance)를 지원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컨트롤러에 있는 호스트 접속 중 하나라도 DA를 지원하지 않으면 연결된 호스트가 DA 지원 볼륨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볼륨을 할당할 때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호스트의 운영 체제에는 호스트가 액세스할 수 있는 볼륨 수에 대한 특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호스트에서
사용할 볼륨을 생성할 때 이 제한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 스토리지 배열의 각 볼륨에 대해 하나의 할당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할당된 볼륨은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간에 공유됩니다.

• 동일한 LUN(Logical Unit Number)을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볼륨에 액세스하는 데 두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유한 LUN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볼륨 생성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려면 새로 생성된 볼륨이 오프라인으로 초기화되도록 호스트 할당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호스트 클러스터의 호스트에 대해 설정된 할당과 충돌하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볼륨을 할당하려고 하면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Manage Volumes](볼륨 관리)를 선택합니다.

3. 메뉴: Create [Volumes](볼륨 생성)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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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롭다운 목록에서 볼륨을 할당할 특정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선택하거나 나중에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할당하도록 선택합니다.

5. 선택한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대한 볼륨 생성 순서를 계속하려면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워크로드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b단계: 볼륨에 대한 워크로드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VMware와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을 사용자 지정할 워크로드를
선택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워크로드에 대한 볼륨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워크로드에는 유사한 특징이 있는
볼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볼륨은 워크로드가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최적화됩니다. 이 단계에서
워크로드를 정의하거나 기존 워크로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I/O와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기타 트래픽 간의 경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화된 볼륨 구성을 권장합니다. 볼륨 추가/편집 대화 상자(다음
단계에서 사용 가능)를 사용하여 권장 볼륨 구성을 검토한 다음 시스템 권장 볼륨 및 특성을 편집,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사용할 경우 볼륨 추가/편집 대화 상자(다음 단계에서 사용 가능)를 사용하여 볼륨 구성을
수동으로 지정합니다.

단계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기존 워크로드에 대한 볼륨 생성 * 옵션을 선택한 다음 드롭다운 목록에서 워크로드를 선택합니다.

◦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애플리케이션의 새 워크로드를 정의하려면 * 새 워크로드 생성 *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 워크로드를 생성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이 스토리지 배열에서
사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이 목록에 없는 경우 "기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생성할 워크로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다음 * 을 클릭합니다.

3. 워크로드가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요청된 정보를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단계 2c: 볼륨 추가 또는 편집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볼륨 구성을 정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충분한 가용 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 볼륨 그룹에서 허용되는 최대 볼륨 수는 256개입니다.

• 풀에서 허용되는 최대 볼륨 수는 스토리지 시스템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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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8 볼륨(EF600 및 E5700 시리즈)

◦ 1,024개 볼륨(EF300)

◦ 512 볼륨(E2800 시리즈)

• DA(Data Assurance) 지원 볼륨을 생성하려면 사용하려는 호스트 연결이 DA를 지원해야 합니다.

◦ DA 지원 볼륨을 생성하려면 DA를 지원하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선택합니다(풀 및 볼륨 그룹 후보 테이블에서
"DA" 옆에 * Yes * 가 표시됨).

◦ DA 기능은 풀 및 볼륨 그룹 레벨에서 제공됩니다. DA 보호 기능은 컨트롤러를 통해 드라이브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합니다. 새 볼륨에 대해 DA 가능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선택하면
오류가 감지되고 수정됩니다.

◦ 스토리지 시스템의 컨트롤러에 있는 호스트 접속 중 하나라도 DA를 지원하지 않으면 연결된 호스트가 DA 지원
볼륨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보안이 설정된 볼륨을 생성하려면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보안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 보안이 설정된 볼륨을 생성하려면 보안이 가능한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선택합니다(풀 및 볼륨 그룹 후보
테이블에서 "보안 가능" 옆에 있는 예 확인).

◦ 드라이브 보안 기능은 풀 및 볼륨 그룹 레벨에서 제공됩니다. 보안 가능 드라이브는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된 드라이브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합니다. 보안이 설정된 드라이브는 쓰기 중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읽기 중에 고유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해독합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에는 보안이 가능한 드라이브와 비보안 가능 드라이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드라이브는 암호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을 만들려면 모든 드라이브가 DULBE(할당 취소 또는 기록되지 않은 논리적 블록 오류)

옵션이 있는 NVMe 드라이브여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볼륨 추가/편집 대화 상자에 표시된 적합한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볼륨을 생성합니다. 해당하는 각 풀 및 볼륨 그룹에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 수와 총 사용 가능한 용량이 나타납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의 경우, 해당되는 각 풀 또는 볼륨 그룹은 제안된 볼륨 구성을 기준으로 제안된 용량을
표시하고 남은 사용 가능 용량을 GiB 단위로 표시합니다. 다른 워크로드의 경우 제안된 용량은 풀 또는 볼륨 그룹에
볼륨을 추가하고 보고된 용량을 지정할 때 나타납니다.

단계

1. 이전 단계에서 다른 워크로드를 선택했는지 또는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를 선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기타 * — 하나 이상의 볼륨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각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 새 볼륨 추가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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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세부 정보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볼륨 이름 볼륨 생성 시퀀스 중에 볼륨에 기본 이름이 할당됩니다. 기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의 유형을 나타내는 추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용량 새 볼륨의 용량과 사용할 용량 단위(MiB, GiB 또는 TiB)를 정의합니다. 일반
볼륨의 경우 최소 용량은 1MiB이고 최대 용량은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있는
드라이브의 수와 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제 서비스(스냅샷 이미지, 스냅샷
볼륨, 볼륨 복사본, 원격 미러)에도 스토리지 용량이 필요하므로 표준 볼륨에
모든 용량을 할당하지 마십시오. 풀의 용량은 4GiB 단위로 할당됩니다.

4GiB의 배수에 포함되지 않은 용량은 할당되지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4GiB 단위로 지정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용량이 있는 경우, 볼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볼륨의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볼륨 블록 크기(EF300

및 EF600만 해당)

볼륨에 대해 생성할 수 있는 블록 크기를 표시합니다.

• 512 ~ 512바이트

• 4K – 4,096바이트

세그먼트 크기 에는 볼륨 그룹의 볼륨에만 표시되는 세그먼트 크기 조정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여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허용된
세그먼트 크기 전환 * — 시스템이 허용되는 세그먼트 크기 전환을 결정합니다.

현재 세그먼트 크기에서 잘못 전환되는 세그먼트 크기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전이는 일반적으로 현재 세그먼트 크기의 두 배
또는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볼륨 세그먼트 크기가 32KiB인 경우 16KiB

또는 64KiB의 새 볼륨 세그먼트 크기가 허용됩니다. * SSD 캐시 사용 볼륨
* — SSD 캐시 사용 볼륨에 대해 4KiB 세그먼트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블록 입출력 작업을 처리하는 SSD Cache 지원 볼륨(예: 16KiB 입출력
블록 크기 이하)에 대해서만 4KiB 세그먼트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규모
블록 순차적 작업을 처리하는 SSD Cache 지원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로
4KiB를 선택하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는 시간 * —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는 시간은 다음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

• 호스트로부터의 I/O 로드

• 볼륨의 수정 우선 순위입니다

•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 수입니다

• 드라이브 채널 수입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의 처리 능력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면 I/O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만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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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보안 가능 • 예 * 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가 보안 가능한 경우에만 "보안 가능"

옆에 표시됩니다. 드라이브 보안은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된 드라이브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합니다. 이 옵션은
드라이브 보안 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보안 키가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에는 보안이
가능한 드라이브와 비보안 가능 드라이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드라이브는 암호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DA • 예 * 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가 DA(Data Assurance)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DA" 옆에 표시됩니다. DA는 전체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높입니다. DA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컨트롤러를 통해 드라이브로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볼륨에 DA를 사용하면 오류가
감지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EF300 및
EF600만 해당)

드라이브가 이 옵션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 예 * 가 "리소스 프로비저닝" 옆에
표시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은 EF300 및 EF600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백그라운드 초기화 프로세스 없이 볼륨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 * — * 다음 * 을 클릭하여 선택한 워크로드에 대해 시스템 권장 볼륨 및 특성을
수락하거나 * 볼륨 편집 * 을 클릭하여 선택한 워크로드에 대해 시스템 권장 볼륨 및 특성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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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세부 정보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볼륨 이름 볼륨 생성 시퀀스 중에 볼륨에 기본 이름이 할당됩니다. 기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의 유형을 나타내는 추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용량 새 볼륨의 용량과 사용할 용량 단위(MiB, GiB 또는 TiB)를 정의합니다. 일반
볼륨의 경우 최소 용량은 1MiB이고 최대 용량은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있는
드라이브의 수와 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제 서비스(스냅샷 이미지, 스냅샷
볼륨, 볼륨 복사본, 원격 미러)에도 스토리지 용량이 필요하므로 표준 볼륨에
모든 용량을 할당하지 마십시오. 풀의 용량은 4GiB 단위로 할당됩니다.

4GiB의 배수에 포함되지 않은 용량은 할당되지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4GiB 단위로 지정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용량이 있는 경우, 볼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볼륨의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볼륨 유형 볼륨 유형은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에 대해 생성한 볼륨 유형을 나타냅니다.

볼륨 블록 크기(EF300

및 EF600만 해당)

볼륨에 대해 생성할 수 있는 블록 크기를 표시합니다.

• 512 — 512바이트

• 4k—4,096바이트

세그먼트 크기 에는 볼륨 그룹의 볼륨에만 표시되는 세그먼트 크기 조정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여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허용된
세그먼트 크기 전환 * — 시스템이 허용되는 세그먼트 크기 전환을 결정합니다.

현재 세그먼트 크기에서 잘못 전환되는 세그먼트 크기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전이는 일반적으로 현재 세그먼트 크기의 두 배
또는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볼륨 세그먼트 크기가 32KiB인 경우 16KiB

또는 64KiB의 새 볼륨 세그먼트 크기가 허용됩니다. * SSD 캐시 사용 볼륨
* — SSD 캐시 사용 볼륨에 대해 4KiB 세그먼트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블록 입출력 작업을 처리하는 SSD Cache 지원 볼륨(예: 16KiB 입출력
블록 크기 이하)에 대해서만 4KiB 세그먼트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규모
블록 순차적 작업을 처리하는 SSD Cache 지원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로
4KiB를 선택하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는 시간 * —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는 시간은 다음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

• 호스트로부터의 I/O 로드

• 볼륨의 수정 우선 순위입니다

•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 수입니다

• 드라이브 채널 수입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의 처리 능력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면 I/O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만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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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보안 가능 • 예 * 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가 보안 가능한 경우에만 "보안 가능"

옆에 표시됩니다. 드라이브 보안은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된 드라이브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합니다. 이 옵션은
드라이브 보안 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보안 키가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에는 보안이
가능한 드라이브와 비보안 가능 드라이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드라이브는 암호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DA • 예 * 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가 DA(Data Assurance)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DA" 옆에 표시됩니다. DA는 전체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높입니다. DA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컨트롤러를 통해 드라이브로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볼륨에 DA를 사용하면 오류가
감지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EF300 및
EF600만 해당)

드라이브가 이 옵션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 예 * 가 "리소스 프로비저닝" 옆에
표시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은 EF300 및 EF600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백그라운드 초기화 프로세스 없이 볼륨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볼륨 생성 순서를 계속하려면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2D 단계: 체적 구성을 검토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생성하려는 볼륨의 요약을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을 변경합니다.

단계

1. 생성할 볼륨을 검토합니다. 변경하려면 * 뒤로 * 를 클릭합니다.

2. 볼륨 구성이 만족스러우면 * 마침 * 을 클릭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 vSphere Client에서 볼륨에 대한 데이터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이 볼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 호스트에서 필요한 모든 운영 체제 수정을 수행합니다.

• 호스트 기반 핫 애드(hot_add) 유틸리티나 운영 체제별 유틸리티(타사 공급업체에서 제공)를 실행한 다음 '디바이스'

유틸리티를 실행하여 볼륨 이름을 호스트 스토리지 배열 이름과 상호 연관시킵니다.

Hot_add 유틸리티와 '장치' 유틸리티는 'Mutils'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Utils' 패키지는 호스트에서
스토리지 배열의 내용을 확인하는 유틸리티 모음입니다. SANtricity 소프트웨어 설치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륨의 용량을 늘립니다

볼륨의 크기를 조정하여 보고된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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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의 연결된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충분한 가용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볼륨은 최적이며 수정 상태가 아닙니다.

• 볼륨에서 사용 중인 핫 스페어 드라이브가 없습니다. (볼륨 그룹의 볼륨에만 적용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사용 가능한 용량을 사용하여 볼륨의 보고된 용량(호스트에 보고된 용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다른 볼륨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향후 용량 요구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볼륨 용량 증가는 특정 운영 체제에서만 지원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볼륨 용량을
늘릴 경우 확장된 용량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원래 볼륨 용량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Manage * 페이지에서 크기를 조정할 볼륨이 포함된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Manage Volumes](볼륨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용량을 늘릴 볼륨을 선택한 다음 * 용량 증가 * 를 선택합니다.

용량 증가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계속하려면 * 예 * 를 선택하십시오.

보고된 용량 증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에는 볼륨의 현재 보고된 용량과 볼륨의 연결된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사용 가능한 가용 용량이 표시됩니다.

5. 보고된 용량을 현재 사용 가능한 보고된 용량에 추가하려면 * 보고 용량 증가… * 상자를 사용합니다. 용량 값을
변경하여 메비바이트(MiB), 기비바이트(GiB) 또는 테비바이트(TiB)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 증가 * 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항목에 따라 볼륨 용량이 증가합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볼륨 용량을 확장한 후에는 파일 시스템 크기를 수동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 방법은 사용 중인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볼륨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이름, 호스트 할당, 세그먼트 크기, 수정 우선순위, 캐싱 등과 같은 볼륨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

시작하기 전에

변경할 볼륨이 최적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변경할 볼륨이 포함된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Manage Volumes](볼륨 관리)를 선택합니다.

3. 변경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 설정 보기/편집 *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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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선택한 볼륨의 구성 설정이 이 대화 상자에 나타납니다.

4. 볼륨의 이름과 호스트 할당을 변경하려면 * Basic * 탭을 선택합니다.

필드 세부 정보

설정 설명

이름 볼륨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현재 이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볼륨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용량 선택한 볼륨에 대해 보고되고 할당된 용량을 표시합니다.

풀/볼륨 그룹입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의 이름과 RAID 레벨을 표시합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이
보안이 가능하고 보안이 설정된 상태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호스트 볼륨 할당을 표시합니다. I/O 작업을 위해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볼륨을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할당합니다. 이 할당은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특정
볼륨 또는 스토리지 배열의 여러 볼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 Assigned to * — 선택한 볼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식별합니다.

• * LUN * — 논리 단위 번호(LUN)는 호스트가 볼륨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주소 공간에 할당된 번호입니다. 볼륨은 LUN 형태의 용량으로 호스트에
표시됩니다. 각 호스트에는 고유한 LUN 주소 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호스트에서 동일한 LUN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VMe 인터페이스의 경우 이 열에는 네임스페이스 ID가 표시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블록 액세스를 위해 포맷된 NVM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볼륨과 관련된 SCSI의 논리 유닛과 유사합니다. 네임스페이스 ID는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NVMe 컨트롤러의 고유 식별자이며 1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CSI의 LUN(Logical Unit Number)과 유사합니다.

식별자 선택한 볼륨의 식별자를 표시합니다.

• WWID(World Wide Identifier)입니다. 볼륨의 고유한 16진수 식별자입니다.

• 확장 고유 식별자(EUI)입니다. 볼륨의 EUI-64 식별자입니다.

• 하위 시스템 식별자(SSID)입니다. 볼륨의 스토리지 배열 하위 시스템
식별자입니다.

5.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볼륨에 대한 추가 구성 설정을 변경하려면 * 고급 *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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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세부 정보

설정 설명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정보

볼륨 생성 중에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 또는 기타 워크로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선택한 볼륨에 대한 워크로드 이름, 애플리케이션 유형
및 볼륨 유형이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워크로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설정 • 영구적으로 데이터 무결성 보장 * 사용 안 함 — 이 설정은 볼륨이 DA(Data

Assurance)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DA는 컨트롤러를 통해
드라이브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합니다.

선택한 볼륨에서 DA를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비활성화하면 이 볼륨에서 DA를 다시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 사전 읽기
중복 검사 활성화 * — 이 설정은 볼륨이 일반 볼륨인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사전 읽기 이중화 검사는 읽기 수행 시 볼륨의 데이터가 일관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된 볼륨은 컨트롤러 펌웨어에 의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읽기 오류를 반환합니다.

컨트롤러 소유권 볼륨의 소유 또는 기본 컨트롤러로 지정된 컨트롤러를 정의합니다. 컨트롤러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며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전체 I/O에 대해 컨트롤러를
최대한 균형 조정해야 합니다.

세그먼트 크기 조정 에는 볼륨 그룹의 볼륨에 대해서만 표시되는 세그먼트 크기 조정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여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허용된
세그먼트 크기 전환 * — 시스템이 허용되는 세그먼트 크기 전환을 결정합니다.

현재 세그먼트 크기에서 잘못 전환되는 세그먼트 크기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전이는 일반적으로 현재 세그먼트 크기의 두 배
또는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볼륨 세그먼트 크기가 32KiB인 경우 16KiB

또는 64KiB의 새 볼륨 세그먼트 크기가 허용됩니다. * SSD 캐시 사용 볼륨
* — SSD 캐시 사용 볼륨에 대해 4KiB 세그먼트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블록 입출력 작업을 처리하는 SSD Cache 지원 볼륨(예: 16KiB 입출력 블록
크기 이하)에 대해서만 4KiB 세그먼트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규모 블록
순차적 작업을 처리하는 SSD Cache 지원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로 4KiB를
선택하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는 시간. *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는 시간은 다음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

• 호스트로부터의 I/O 로드

• 볼륨의 수정 우선 순위입니다

•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 수입니다

• 드라이브 채널 수입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의 처리 능력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면 I/O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만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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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수정 우선 순위 에는 볼륨 그룹의 볼륨에 대해서만 표시되는 수정 우선 순위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 우선순위는 시스템 성능과 관련하여 볼륨 수정 작업에 할당되는
처리 시간을 정의합니다.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볼륨 수정 우선
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 막대를 이동하여 우선 순위 수준을
선택합니다. * 수정 우선 순위 비율 * - 최저 우선 순위 비율은 시스템 성능에
도움이 되지만 수정 작업은 더 오래 걸립니다. 가장 높은 우선 순위의 경우 수정
작업에 도움이 되지만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캐싱 에는 볼륨의 전체 I/O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변경할 수 있는 캐싱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SSD 캐시 EF600 또는 EF300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는
SSD 캐시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정은 호환 볼륨에서 읽기 전용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볼륨은 동일한 드라이브 보안 및
데이터 보증 기능을 공유하는 경우 호환됩니다. SSD Cache 기능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SSD(Solid State Disk)를 사용하여 읽기 캐시를 구현합니다. SSD의
읽기 시간이 더 빨라지므로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향상됩니다. 읽기 캐시가
스토리지 배열에 있기 때문에, 캐시는 스토리지 배열을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공유됩니다. 캐시하려는 볼륨을 선택한 다음 캐싱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동적 볼륨입니다.

6. 저장 * 을 클릭합니다.

결과

선택한 사항에 따라 볼륨 설정이 변경됩니다.

워크로드에 볼륨 추가

할당되지 않은 볼륨을 기존 또는 새로운 워크로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볼륨을 생성했거나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마이그레이션(가져오기
/내보내기)한 경우 볼륨은 워크로드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추가할 볼륨이 포함된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Manage Volumes](볼륨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 탭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보기가 나타납니다.

4. 워크로드에 추가 * 를 선택합니다.

워크로드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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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워크로드에 볼륨 추가 * — 기존 워크로드에 볼륨을 추가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워크로드를 선택합니다. 이 워크로드에 추가하는 볼륨에 워크로드의 관련 애플리케이션 유형이
할당됩니다.

◦ * 새 워크로드에 볼륨 추가 * —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대한 새 워크로드를 정의하고 새 워크로드에 볼륨을
추가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6. 작업 순서에 추가를 계속하려면 * 다음 * 을 선택합니다.

볼륨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7. 워크로드에 추가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8. 선택한 워크로드에 추가할 볼륨을 검토합니다.

9. 워크로드 구성이 만족스러우면 * 마침 * 을 클릭합니다.

워크로드 설정을 변경합니다

워크로드의 이름을 변경하고 관련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변경할 워크로드가 포함된 스토리지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Manage Volumes](볼륨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 탭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보기가 나타납니다.

4. 변경할 워크로드를 선택한 다음 * 설정 보기/편집 * 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선택 사항) 사용자가 제공한 워크로드 이름을 변경합니다.

6. 저장 * 을 클릭합니다.

볼륨 초기화

볼륨이 처음 생성될 때 자동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러나 Recovery Guru는 특정 장애 조건에서
복구하기 위해 볼륨을 수동으로 초기화하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술 지원 부서의 안내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할 볼륨을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모든 I/O 작업이 중지되었습니다.

• 초기화하려는 볼륨의 모든 디바이스 또는 파일 시스템은 마운트 해제해야 합니다.

• 볼륨이 최적 상태이며 볼륨에서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 주의: * 작업을 시작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볼륨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Recovery Guru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언하지 않는 한 이 작업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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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을 초기화할 때 볼륨은 WWN, 호스트 할당, 할당된 용량 및 예약된 용량 설정을 유지합니다. 또한 동일한 DA(Data

Assurance) 설정 및 보안 설정을 유지합니다.

다음 유형의 볼륨을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 스냅샷 볼륨의 기본 볼륨입니다

• 미러 관계의 운영 볼륨입니다

• 미러 관계의 보조 볼륨입니다

• 볼륨 복사본의 소스 볼륨입니다

• 볼륨 복사본의 타겟 볼륨입니다

• 이미 초기화가 진행 중인 볼륨입니다

이 절차는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생성된 표준 볼륨에만 적용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초기화할 볼륨이 포함된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Manage Volumes](볼륨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임의의 볼륨을 선택한 다음 menu:More [Initialize volumes](추가 [볼륨 초기화])를 선택합니다.

볼륨 초기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모든 볼륨이 이 대화 상자에 나타납니다.

4. 초기화하려는 볼륨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결과

시스템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초기화된 볼륨에서 모든 데이터를 지웁니다.

• 블록 인덱스를 지웁니다. 이로 인해 기록되지 않은 블록이 0으로 채워진 것처럼 읽힙니다(볼륨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임).

이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볼륨을 재배포합니다

볼륨을 재배포하여 볼륨을 기본 컨트롤러 소유자에게 다시 옮깁니다. 일반적으로 다중 경로
드라이버는 호스트 및 스토리지 어레이 사이의 데이터 경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하는
컨트롤러 소유자로부터 볼륨을 이동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재배포하려는 볼륨이 사용 중이 아니거나 입출력 오류가 발생합니다.

• 재배포하려는 볼륨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에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거나 I/O 오류가 발생합니다.

호스트에 다중 경로 드라이버 없이 볼륨을 재배포하려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배포가
진행되는 동안 볼륨에 대한 모든 I/O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대부분의 호스트 다중 경로 드라이버는 기본 컨트롤러 소유자에 대한 경로의 각 볼륨에 액세스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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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경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호스트의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대체 경로로 페일오버됩니다. 이 페일오버로 볼륨
소유권이 대체 컨트롤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페일오버를 발생시키는 조건을 해결한 후 일부 호스트는 자동으로 볼륨
소유권을 기본 컨트롤러 소유자로 다시 이동하지만 경우에 따라 볼륨을 수동으로 재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재배포할 볼륨이 포함된 스토리지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Manage Volumes](볼륨 관리)를 선택합니다.

3. 메뉴 선택: More [Redistribute volumes](추가 [볼륨 재배포])

Redistribute Volumes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기본 컨트롤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스토리지
배열의 모든 볼륨이 이 대화 상자에 나타납니다.

4. 재배포할 볼륨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결과

선택한 볼륨이 기본 컨트롤러 소유자로 이동하거나 Redistribute Volumes Unnessary(볼륨 재분산 불필요) 대화
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볼륨의 컨트롤러 소유권을 변경합니다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의 입출력이 새 경로를 통해 진행되도록 볼륨의 기본 컨트롤러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중 경로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재 볼륨을 사용 중인 모든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출력 경로가 변경될 때 응용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하나 이상의 볼륨에 대한 컨트롤러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컨트롤러 소유권을 변경할 볼륨이 포함된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Manage Volumes](볼륨 관리)를 선택합니다.

3. 볼륨을 선택한 다음 메뉴 추가 [소유권 변경]을 선택합니다.

볼륨 소유권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모든 볼륨이 이 대화 상자에 나타납니다.

4. Preferred Owner *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변경하려는 각 볼륨의 기본 컨트롤러를 변경하고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결과

• 시스템에서 볼륨의 컨트롤러 소유권을 변경합니다. 이제 이 I/O 경로를 통해 볼륨에 대한 I/O가 전달됩니다.

•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새 경로를 인식하도록 다시 구성하기 전까지 볼륨은 새 I/O 경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5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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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의 캐시 설정을 변경합니다

읽기 캐시 및 쓰기 캐시 설정을 변경하여 볼륨의 전체 I/O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볼륨에 대한 캐시 설정을 변경할 때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캐시 설정 변경 대화 상자를 연 후 선택한 캐시 속성 옆에 아이콘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컨트롤러의
캐싱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동작은 새 배터리가 충전 중이거나 컨트롤러가 분리되었거나
컨트롤러에서 캐시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지워지면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캐시
속성이 활성화됩니다. 선택한 캐시 속성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단일 볼륨 또는 스토리지 배열의 여러 볼륨에 대한 캐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볼륨의 캐시 설정을 동시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캐시 설정을 변경할 볼륨이 포함된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Manage Volumes](볼륨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임의의 볼륨을 선택한 다음 MENU: More [Change cache settings](추가 [캐시 설정 변경])를 선택합니다.

캐시 설정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모든 볼륨이 이 대화 상자에 나타납니다.

4. 기본 * 탭을 선택하여 읽기 캐싱 및 쓰기 캐싱 설정을 변경합니다.

필드 세부 정보

캐시 설정 설명

읽기 캐싱 읽기 캐시는 드라이브에서 읽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입니다. 읽기 작업의
데이터가 이전 작업의 캐시에 이미 있을 수 있으므로 드라이브에 액세스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플러시될 때까지 읽기 캐시에 남아 있습니다.

쓰기 캐싱 쓰기 캐시는 드라이브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호스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입니다. 데이터는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까지 쓰기 캐시에 유지됩니다. 쓰기
캐싱은 I/O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볼륨에 대해 쓰기 캐시가 해제된 후 캐시가
자동으로 플러시됩니다.

5. 고급 * 탭을 선택하여 일반 볼륨의 고급 설정을 변경합니다. 고급 캐시 설정은 일반 볼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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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세부 정보

설정 설명

동적 읽기 캐시 미리
가져오기

동적 캐시 읽기 프리페치를 사용하면 컨트롤러에서 드라이브에서 캐시로 데이터
블록을 읽는 동안 순차적 데이터 블록을 추가로 캐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캐싱은 향후 캐시에서 데이터 요청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줍니다. 동적 캐시
읽기 프리페치는 순차적 I/O를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중요합니다
캐시로 프리페치되는 데이터의 속도와 양은 호스트 읽기의 속도 및 요청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랜덤 액세스로 인해 데이터를 캐시로 프리페치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읽기 캐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쓰기 캐싱 배터리가 없는 쓰기 캐싱 설정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없거나, 오류가 발생했거나,

완전히 방전되었거나, 완전히 충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쓰기 캐싱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없이 쓰기 캐시를 선택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끊길 경우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캐시는 배터리가 충전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배터리를 교체할 때까지
컨트롤러에 의해 일시적으로 꺼집니다. 주의: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 이 옵션을
선택하고 보호를 위한 범용 전원 공급 장치가 없는 경우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러 배터리가 없고 배터리 없이 쓰기 캐싱 옵션을
활성화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미러링을 사용한 쓰기
캐싱

미러링을 사용한 쓰기 캐싱은 한 컨트롤러의 캐시 메모리에 기록된 데이터가 다른
컨트롤러의 캐시 메모리에도 기록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컨트롤러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컨트롤러가 처리되지 않은 모든 쓰기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쓰기 캐시 미러링은 쓰기 캐시가 설정되고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 생성 시 기본 설정은 미러링을 사용한 쓰기 캐시입니다.

6. 캐시 설정을 변경하려면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볼륨에 대한 미디어 스캔 설정을 변경합니다

미디어 검사는 볼륨의 모든 데이터 및 중복 정보를 검사하는 백그라운드 작업입니다. 하나 이상의
볼륨에 대한 미디어 스캔 설정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거나 스캔 기간을 변경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이해합니다.

• 미디어 스캔은 스캔 용량 및 스캔 기간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계속 실행됩니다. 백그라운드 스캔은 우선 순위가 더
높은 백그라운드 작업(예: 재구성)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동일한 일정한 속도로 재개됩니다.

• 스토리지 배열 및 해당 볼륨에 대해 미디어 검사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볼륨이 스캔됩니다. 해당 볼륨에
대해서도 중복 검사가 활성화된 경우 볼륨에 중복성이 있는 경우 볼륨의 중복 정보가 데이터와 일관되는지
검사합니다. 중복성 검사를 통한 미디어 검사는 각 볼륨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 스캔 중에 복구할 수 없는 매체 오류가 발생하면 중복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복구됩니다(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이중화 정보는 최적의 RAID 5 볼륨 또는 최적의 RAID 6 볼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드라이브에만 장애가 있습니다. 복구 불가능한 오류가 중복 정보를 사용하여 복구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블록이
읽을 수 없는 섹터 로그에 추가됩니다. 수정 가능한 미디어 오류와 수정 불가능한 미디어 오류가 모두 이벤트 로그에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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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검사가 데이터와 중복 정보 간의 불일치를 발견하면 이벤트 로그에 보고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미디어 검사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주 읽지 않는 디스크 블록의 미디어 오류를 감지하고 복구합니다. 따라서 드라이브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볼륨 그룹 또는 풀에 있는 다른 드라이브의 데이터 및 이중화 정보를 사용하여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의 데이터가 재구성되므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백그라운드 미디어 검사를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 전체 스토리지 배열의 스캔 기간을 변경합니다

• 하나 이상의 볼륨에 대한 미디어 스캔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 하나 이상의 볼륨에 대한 중복 검사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미디어 스캔 설정을 변경할 볼륨이 포함된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Manage Volumes](볼륨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임의의 볼륨을 선택한 다음 MENU: More [Change media scan settings](메뉴: 추가 [미디어 스캔 설정 변경])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미디어 검색 설정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모든 볼륨이 이 대화 상자에 나타납니다.

4. 미디어 스캔을 활성화하려면 * 다음 과정을 통해 미디어 스캔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미디어 스캔 확인란을
비활성화하면 모든 미디어 스캔 설정이 일시 중단됩니다.

5. 미디어 검사를 실행할 일 수를 지정합니다.

6. 미디어 스캔을 수행하려는 각 볼륨에 대해 * Media Scan * (미디어 스캔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은 미디어
스캔을 실행하도록 선택한 각 볼륨에 대해 Redundancy Check(이중화 확인)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중복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개별 볼륨이 있는 경우 * Redundancy Check *(중복성 검사 *)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7. 저장 * 을 클릭합니다.

결과

선택한 내용에 따라 백그라운드 미디어 검사에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볼륨을 삭제합니다

하나 이상의 볼륨을 삭제하여 풀 또는 볼륨 그룹의 사용 가능한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삭제하려는 볼륨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모든 데이터가 백업됩니다.

• 모든 입출력(I/O)이 중지됩니다.

• 모든 디바이스 및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 해제되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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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볼륨이 잘못된 매개 변수 또는 용량으로 생성되었거나, 더 이상 스토리지 구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볼륨을 삭제합니다. 볼륨을 삭제하면 풀 또는 볼륨 그룹의 사용 가능한 용량이 증가합니다.

볼륨을 삭제하면 해당 볼륨의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있는 볼륨은 *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볼륨을 초기화하는 중입니다.

• 볼륨을 재구성하는 중입니다.

• 볼륨은 카피백 작업을 진행 중인 드라이브가 포함된 볼륨 그룹의 일부입니다.

• 볼륨이 이제 실패 상태가 아닌 경우, 볼륨이 세그먼트 크기 변경과 같은 수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볼륨에 모든 유형의 영구 예약이 있습니다.

• 볼륨은 복사 볼륨의 소스 볼륨 또는 대상 볼륨이며 보류 중, 진행 중 또는 실패 상태입니다.

볼륨이 지정된 크기(현재 128TB)를 초과할 경우 백그라운드에서 삭제 작업이 수행되고 확보된 공간을
즉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Manage * 페이지에서 삭제할 볼륨이 포함된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Manage Volumes](볼륨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삭제 * 를 클릭합니다.

Delete Volumes(볼륨 삭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삭제할 볼륨을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5. 삭제 * 를 클릭합니다.

호스트를 구성합니다

호스트 생성 개요

vCenter용 Storage Plugin을 사용하여 스토리지를 관리하려면 네트워크에서 각 호스트를 검색
또는 정의해야 합니다. 호스트는 스토리지 배열의 볼륨에 입출력을 전송하는 서버입니다.

자동 및 수동 호스트 생성

호스트를 생성하는 것은 스토리지 어레이가 호스트에 연결된 호스트를 파악하고 볼륨에 대한 I/O 액세스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호스트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자동 * — SCSI 기반(NVMe-oF 아님) 호스트의 자동 호스트 생성이 HCA(Host Context Agent)에 의해
시작됩니다. HCA는 스토리지 배열에 연결된 각 호스트에 설치할 수 있는 유틸리티입니다. HCA가 설치된 각
호스트는 I/O 경로를 통해 구성 정보를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로 푸시합니다. 호스트 정보에 따라 컨트롤러는
자동으로 호스트와 관련 호스트 포트를 생성하고 호스트 유형을 설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호스트 구성을 추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HCA가 자동 감지를 수행한 후 호스트는 다음 속성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 호스트의 시스템 이름에서 파생된 호스트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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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와 연결된 호스트 식별자 포트입니다.

◦ 호스트의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입니다.

호스트는 독립 실행형 호스트로 생성되지만 HCA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추가하지
않습니다.

• * 수동 * — 수동 호스트 생성 중에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하여 연결합니다.

호스트를 생성한 후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하려는 경우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하거나 호스트 클러스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볼륨이 할당되는 방법입니다

호스트에서 볼륨에 I/O를 보내려면 볼륨을 할당해야 합니다. 볼륨을 생성할 때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선택하거나 나중에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볼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클러스터는 호스트 그룹입니다.

호스트 클러스터를 생성하여 동일한 볼륨을 여러 호스트에 쉽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므로 특정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 호스트 클러스터의 일부가 아닌 독립 실행형 호스트 * — 개별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볼륨은 한
호스트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호스트 클러스터 * — 호스트 클러스터에 볼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클러스터의 모든 호스트에서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호스트 클러스터 내의 호스트 * — 호스트 클러스터의 일부인 개별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호스트 클러스터의 일부이더라도 호스트 클러스터의 다른 호스트가 아닌 개별 호스트에서만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볼륨이 생성되면 LUN(논리 유닛 번호)이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LUN은 I/O 작업 중 호스트와 컨트롤러 사이의 주소
역할을 합니다. 볼륨이 생성된 후 LUN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액세스를 생성합니다

vCenter용 Storage Plugin을 사용하여 스토리지를 관리하려면 네트워크에서 각 호스트를 검색
또는 정의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호스트를 생성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접속 및 볼륨에 대한 입출력 액세스를 제공하는 호스트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구성 페이지에서 * 설정 보기/편집 * 을 선택하여 HCA(Host Context Agent)에서 호스트를 자동으로 검색한
다음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CA는 지원되는 모든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호스트를
수동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호스트를 생성할 때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호스트와 연결된 호스트 식별자 포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 호스트에 할당된 시스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선택한 이름이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이 작업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 이름의 길이는 3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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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호스트 연결이 있는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Hosts](호스트 구성)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구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3. MENU: Create [Host] 를 클릭합니다.

Create Host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필요에 따라 호스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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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세부 정보

설정 설명

이름 새 호스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운영 체제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입니다

(선택 사항) 스토리지 배열에서 지원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사용할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호스트 포트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I/O 인터페이스 선택 * — 일반적으로 호스트 포트는 로그인되어 있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록에서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수동 추가 * — 호스트 포트 식별자가 목록에 표시되지 않으면 호스트
포트가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HBA 유틸리티 또는 iSCSI

이니시에이터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찾아 호스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유틸리티에서 호스트 포트 필드로 복사/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한 번에
하나씩). 호스트와 연결하려면 한 번에 하나의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선택해야 하지만 호스트와 연결된 식별자를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식별자는 호스트 포트 필드에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옆에 있는 * X * 를
선택하여 식별자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CHAP 이니시에이터
암호를 설정합니다

(선택 사항) iSCSI IQN을 사용하여 호스트 포트를 선택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한
경우,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를 사용하여
인증하기 위해 스토리지 배열에 액세스를 시도하는 호스트를 요구하려면 “Set

CHAP initiator secret(CHAP 초기자 암호 설정)”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한 각 iSCSI 호스트 포트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 CHAP 인증을 위해 각 iSCSI 호스트 이니시에이터에 설정된 것과 동일한
CHAP 암호를 입력합니다. 상호 CHAP 인증(호스트가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자체적으로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초기 설정 시 또는 설정을 변경하여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CHAP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 호스트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필드를 비워 둡니다. 현재 사용되는
유일한 iSCSI 인증 방법은 CHAP입니다.

5. Create * 를 클릭합니다.

6. 호스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테이블에서 호스트를 선택하고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결과

호스트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후 시스템은 호스트에 대해 구성된 각 호스트 포트(사용자 레이블)의 기본 이름을
생성합니다. 기본 별칭은 "<Hostname_Port Number>"입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IPT에 대해 생성된 첫 번째 포트의
기본 별칭은 "ipt_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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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마친 후

I/O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볼륨을 호스트에 할당해야 합니다. 로 이동합니다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합니다".

호스트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두 개 이상의 호스트에서 동일한 볼륨에 대한 I/O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호스트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호스트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는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가 두 개 이상 없으면 이 작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호스트 클러스터의 호스트는 서로 다른 운영 체제(이기종)를 가질 수 있습니다.

• 호스트 클러스터의 NVMe 호스트는 비 NVMe 호스트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DA(Data Assurance) 지원 볼륨을 생성하려면 사용하려는 호스트 연결이 DA를 지원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컨트롤러에 있는 호스트 접속 중 하나라도 DA를 지원하지 않으면 연결된 호스트가 DA 지원
볼륨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선택한 이름이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이 작업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 이름의 길이는 3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호스트 연결이 있는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Hosts](호스트 구성)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구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3. 메뉴 선택: Create [Host cluster](호스트 클러스터 생성)를 선택합니다.

Create Host Cluster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호스트 클러스터에 대한 설정을 적절히 선택합니다.

설정 설명

이름 새 호스트 클러스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볼륨 액세스를 공유할 호스트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두 개 이상의 호스트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클러스터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호스트만 목록에
표시됩니다.

5. Create * 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호스트가 서로 다른 DA(Data Assurance) 기능을 가진 인터페이스 유형에 연결된 경우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DA를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포함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비가용성은 DA 지원 볼륨을
호스트 클러스터에 추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계속하려면 * 예 * 를 선택하고 취소하려면 * 아니요 * 를 선택합니다.

DA는 전체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높입니다. DA를 사용하면 호스트와 드라이브 간에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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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볼륨에 DA를 사용하면 오류가
감지됩니다.

결과

새 호스트 클러스터가 아래 행에 할당된 호스트와 함께 테이블에 나타납니다.

작업을 마친 후

I/O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볼륨을 호스트 클러스터에 할당해야 합니다. 로 이동합니다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합니다".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합니다

I/O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볼륨을 할당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할 때는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한 번에 하나의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만 볼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할당된 볼륨은 스토리지 배열의 컨트롤러 간에 공유됩니다.

• 동일한 LUN(Logical Unit Number)을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볼륨에 액세스하는 데 두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유한 LUN을 사용해야 합니다.

• 새 볼륨 그룹의 경우 모든 볼륨이 생성되어 초기화될 때까지 기다린 후 호스트에 할당하면 볼륨 초기화 시간이
줄어듭니다. 볼륨 그룹에 연결된 볼륨이 매핑되면 모든 볼륨이 느린 초기화로 돌아갑니다.

이 작업에 대해

볼륨 할당은 스토리지 배열의 해당 볼륨에 대한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작업 중에는 할당되지 않은 모든 볼륨이 표시되지만 DA(Data Assurance)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호스트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DA 지원 호스트의 경우 DA 사용 또는 DA 사용 안 함 볼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A를 사용할 수 없는 호스트의 경우 DA를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을 선택하면 호스트에 볼륨을 할당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볼륨의 DA를 해제해야 한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볼륨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 모든 볼륨이 할당됩니다.

• 볼륨이 이미 다른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볼륨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 유효한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가 없습니다.

• 호스트에 대해 정의된 호스트 포트 식별자가 없습니다.

• 모든 볼륨 할당이 정의되었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호스트 연결이 있는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Hosts](호스트 구성)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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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구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3. 볼륨을 할당할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선택한 다음 * 볼륨 할당 * 을 클릭합니다.

할당할 수 있는 모든 볼륨이 나열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특정 볼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열을 정렬하거나 필터
상자에 원하는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할당할 각 볼륨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표 머리글에서 확인란을 선택하여 모든 볼륨을 선택합니다.

5. 작업을 완료하려면 * 배정 * 을 클릭하십시오.

결과

볼륨이나 볼륨을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성공적으로 할당한 후 시스템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할당된 볼륨은 다음으로 사용 가능한 LUN 번호를 받습니다. 호스트는 LUN 번호를 사용하여 볼륨을 액세스합니다.

• 사용자 제공 볼륨 이름이 호스트에 연결된 볼륨 목록에 나타납니다. 해당하는 경우 공장 구성 액세스 볼륨이
호스트와 연결된 볼륨 목록에도 표시됩니다.

볼륨 할당 해제

볼륨에 대한 I/O 액세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해당
볼륨의 할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볼륨을 할당 해제할 때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마지막으로 할당된 볼륨을 제거하고 호스트 클러스터에도 특정 볼륨이 할당된 호스트가 있는
경우 호스트 클러스터의 마지막 할당을 제거하기 전에 해당 할당을 제거하거나 이동해야 합니다.

• 운영 체제에 등록된 볼륨에 호스트 클러스터, 호스트 또는 호스트 포트가 할당된 경우 이러한 노드를 제거하기 전에
이 등록을 해제해야 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호스트 연결이 있는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Hosts](호스트 구성)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구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3. 편집할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 볼륨 할당 해제 * 를 클릭합니다.

현재 할당된 모든 볼륨이 표시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할당 취소할 각 볼륨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표 머리글에서 확인란을 선택하여 모든 볼륨을 선택합니다.

5. 할당 취소 * 를 클릭합니다.

결과

• 할당되지 않은 볼륨은 새 할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에서 변경 사항이 구성될 때까지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볼륨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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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의 이름,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 및 관련 호스트 클러스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호스트 연결이 있는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Hosts](호스트 구성)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구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3. 편집할 호스트를 선택한 다음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현재 호스트 설정을 보여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호스트 속성을 변경하려면 * 속성 * 탭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필요에 따라 설정을 변경합니다.

필드 세부 정보

설정 설명

이름 사용자가 제공한 호스트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연결된 호스트
클러스터입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없음 * — 호스트가 독립 실행형 호스트로 유지됩니다. 호스트가 호스트
클러스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시스템은 클러스터에서 호스트를
제거합니다.

• * <호스트 클러스터> * — 시스템이 호스트를 선택한 클러스터에 연결합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입니다

정의한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운영 체제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포트 설정을 변경하려면 * 호스트 포트 * 탭을 클릭한 다음 필요에 따라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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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세부 정보

설정 설명

호스트 포트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Add * — Add를 사용하여 새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의 길이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기술에 의해
결정됩니다. Fibre Channel 및 Infiniband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은
16자여야 합니다. iSCSI 호스트 포트 식별자 이름은 최대 223자입니다.

포트는 고유해야 합니다. 이미 구성된 포트 번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삭제 * —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제거(연결 해제)하려면 삭제를 사용합니다.

삭제 옵션은 호스트 포트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호스트
포트와 호스트 간의 연결을 제거합니다. 호스트 버스 어댑터 또는 iSCSI

이니시에이터를 제거하지 않는 한, 호스트 포트는 컨트롤러에서 계속
인식됩니다.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삭제하면 이 호스트와 더 이상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호스트는 이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통해 할당된
볼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합니다.

라벨 포트 레이블 이름을 변경하려면 * 편집 * 아이콘(연필)을 클릭합니다. 포트 레이블
이름은 고유해야 합니다. 이미 구성된 레이블 이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HAP 암호 iSCSI 호스트에만 표시됩니다. 이니시에이터(iSCSI 호스트)의 CHAP 암호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 방법을 사용하여 초기 링크 중에 대상 및 초기자의
ID를 확인합니다. 인증은 CHAP 암호라는 공유 보안 키를 기반으로 합니다.

6. 저장 * 을 클릭합니다.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삭제합니다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제거하여 볼륨이 더 이상 해당 호스트에 연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삭제할 때는 다음 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특정 볼륨 할당이 삭제되고 연결된 볼륨을 새 할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가 고유한 특정 할당이 있는 호스트 클러스터의 일부인 경우 호스트 클러스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호스트가 다른 할당이 없는 호스트 클러스터의 일부인 경우 호스트 클러스터와 기타 연결된 호스트 또는 호스트
포트 식별자는 기본 할당을 상속합니다.

• 호스트와 연결된 모든 호스트 포트 식별자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호스트 연결이 있는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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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Hosts](호스트 구성)를 선택합니다.

호스트 구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3. 삭제할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 Delete * 를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결과

호스트를 삭제한 경우 시스템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호스트를 삭제하고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제거합니다.

• 할당된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합니다.

• 연결된 볼륨을 할당되지 않은 상태로 반환합니다.

• 호스트와 연결된 모든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반환합니다. 호스트 클러스터를 삭제한 경우
시스템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호스트 클러스터와 관련 호스트(있는 경우)를 삭제합니다.

◦ 할당된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합니다.

◦ 연결된 볼륨을 할당되지 않은 상태로 반환합니다.

◦ 호스트와 연결된 모든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반환합니다.

풀 및 볼륨 그룹을 구성합니다

풀 및 볼륨 그룹 개요

vCenter용 저장소 플러그인에서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하려면 스토리지 배열에서 사용할
HDD(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SSD(Solid State Disk) 드라이브가 포함될 풀 또는 볼륨
그룹을 만듭니다.

프로비저닝

물리적 하드웨어는 논리적 구성 요소로 프로비저닝되므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그룹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풀

• 볼륨 그룹

풀 및 볼륨 그룹은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최상위 스토리지 단위이며, 드라이브 용량을 관리 가능한 여러 사업부로
나눕니다. 이러한 논리적 사업부 내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개별 볼륨 또는 LUN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다음을 통해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 용량을 다양한 호스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 용량이 충분한 풀 또는 볼륨 그룹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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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드라이브 수를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추가

• 특정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원하는 RAID 보호 수준(볼륨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을 선택합니다

동일한 스토리지 시스템에 풀 또는 볼륨 그룹이 있을 수 있지만 드라이브가 둘 이상의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호스트에게 입출력에 대해 제공되는 볼륨이 풀 또는 볼륨 그룹의 공간을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풀

풀은 물리적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용량 스토리지 공간에 통합하여 RAID 보호 기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풀은 풀에 할당된 총 드라이브 수에서 많은 가상 RAID 세트를 생성하고 모든 참여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균등하게
분산시킵니다. 드라이브가 손실되거나 추가되면 시스템은 모든 활성 드라이브에 걸쳐 데이터를 동적으로 재조정합니다.

풀은 또 다른 RAID 레벨로 작동하며, 기본 RAID 아키텍처를 가상화하여 재구축, 드라이브 확장, 드라이브 손실 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 성능과 유연성을 최적화합니다. 시스템은 8+2 구성(데이터 디스크 8개 + 패리티 디스크 2개)에서
RAID 레벨을 6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드라이브 일치

풀에서 사용할 HDD 또는 SS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볼륨 그룹과 마찬가지로 풀의 모든 드라이브에서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트롤러는 자동으로 포함할 드라이브를 선택하므로 선택한 기술에 필요한 드라이브의 수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관리

풀에는 최소 11개의 드라이브 용량이 있지만 드라이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여유 용량을 위해 1개의 드라이브 용량이
예약됩니다. 이 여유 용량을 "보존 용량"이라고 합니다.

풀을 생성할 때 비상 사용을 위해 특정 용량이 보존됩니다. 이 용량은 여러 드라이브의 관점에서 표현되지만 실제 구현은
전체 드라이브 풀에 분산됩니다. 기본 보존 용량은 풀의 드라이브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풀을 생성한 후에는 보존 용량 값을 더 많이 또는 더 적은 용량으로 변경하거나 보존 용량(0개 드라이브의 값)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존할 수 있는 최대 용량(드라이브 수로 표시)은 10이지만 풀의 총 드라이브 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용량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볼륨 그룹

볼륨 그룹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볼륨에 용량을 할당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디스크 드라이브는 RAID 그룹으로
구성되고 볼륨은 RAID 그룹의 드라이브에 상주합니다. 따라서 볼륨 그룹 구성 설정은 그룹에 속한 드라이브와 사용되는
RAID 레벨을 식별합니다.

볼륨 그룹을 생성할 때 컨트롤러는 그룹에 포함할 드라이브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그룹의 RAID 레벨을 수동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볼륨 그룹의 용량은 선택한 드라이브 수의 합계에 해당 용량을 곱한 값입니다.

드라이브 일치

크기와 성능을 위해서는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와 일치해야 합니다. 볼륨 그룹에 더 작은 드라이브와 더 큰 드라이브가
있으면 모든 드라이브가 가장 작은 용량 크기로 인식됩니다. 볼륨 그룹에 더 느리고 빠른 드라이브가 있으면 모든
드라이브가 가장 느린 속도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요인은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과 전체 용량에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드라이브 기술(HDD 및 SSD 드라이브)을 혼합할 수 없습니다. RAID 3, 5 및 6은 최대 30개의 드라이브로
제한됩니다. RAID 1 및 RAID 10은 미러링을 사용하므로 이러한 볼륨 그룹에는 동일한 수의 디스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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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 관리

볼륨 그룹은 볼륨 그룹에 포함된 RAID 1/10, RAID 3, RAID 5 또는 RAID 6 볼륨에서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핫 스페어 드라이브를 대기 상태로 사용합니다. 핫 스페어 드라이브에는 데이터가 없으며 스토리지 어레이에 또 다른
수준의 중복성이 추가됩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면 물리 스왑 없이 핫 스페어 드라이브가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로 자동
대체됩니다.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할 때 핫 스페어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컨트롤러는 중복 데이터를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한 드라이브에서 핫 스페어 드라이브로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풀을 선택합니다

• 더 빠른 드라이브 리빌드 및 단순화된 스토리지 관리 또는 높은 수준의 랜덤 워크로드가 필요한 경우

• 풀을 구성하는 드라이브 집합에 각 볼륨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분산하려는 경우 풀의 RAID 레벨 또는 풀의 볼륨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풀은 RAID 레벨 6을 사용합니다.

볼륨 그룹을 선택합니다

• 최대 시스템 대역폭이 필요한 경우 스토리지 설정을 조정할 수 있고 워크로드가 매우 순차적입니다.

• RAID 레벨을 기반으로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배포하려는 경우 볼륨 그룹을 생성할 때 RAID 레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볼륨 그룹을 구성하는 드라이브 세트를 통해 각 볼륨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쓰려는 경우

풀은 볼륨 그룹과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스토리지 어레이에는 풀과 볼륨 그룹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 및 수동 풀 생성

스토리지 구성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풀을 생성하도록 허용하거나 직접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풀은
논리적으로 그룹화된 드라이브 집합입니다.

풀을 생성 및 관리하기 전에 풀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과 풀을 수동으로 생성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다음 섹션을
검토하십시오.

자동 작성

시스템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할당되지 않은 용량을 감지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할당되지 않은 용량을 감지하면
자동 풀 생성이 시작됩니다. 하나 이상의 풀을 생성하거나 기존 풀에 할당되지 않은 용량을 추가하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자동 풀 생성은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참일 때 발생합니다.

• 스토리지 시스템에 풀이 없으며 새 풀을 생성할 수 있는 유사한 드라이브가 충분히 있습니다.

• 풀이 하나 이상 있는 스토리지 배열에 새 드라이브가 추가됩니다. 풀의 각 드라이브는 동일한 드라이브 유형(HDD

또는 SSD)이어야 하며 용량이 같아야 합니다. 다음 작업을 완료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이러한 유형의 드라이브 수가 충분한 경우 단일 풀을 생성합니다.

• 할당되지 않은 용량이 서로 다른 드라이브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 여러 풀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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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 배열에 풀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경우 기존 풀에 드라이브를 추가하고 동일한 드라이브 유형의 새
드라이브를 풀에 추가합니다.

• 동일한 드라이브 유형의 드라이브를 기존 풀에 추가하고 다른 드라이브 유형을 사용하여 새 드라이브 유형이 다른
경우 다른 풀을 생성합니다.

수동 생성

자동 생성에서 최적의 구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풀을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다음 이유 중 하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새 드라이브를 둘 이상의 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새 풀 후보가 셸프 손실 방지 또는 드로어 손실 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풀 후보 중 하나 이상이 셸프 손실 방지 또는 드로어 손실 보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스토리지 어레이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동일한 드라이브 리소스를 두고 경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풀을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더 작은 풀을 수동으로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를
분산할 볼륨이 많은 대규모 풀에 워크로드를 할당하는 대신 하나 또는 두 개의 볼륨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 전용으로 별도의 풀을 수동으로 생성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의 운영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경합이 줄어듭니다.

풀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시스템에서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 11개 이상을 감지하거나 기존 풀에 적합한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 1개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풀은 논리적으로 그룹화된
드라이브 집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참일 경우 풀 자동 구성 대화 상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드라이브 유형이 유사한 기존 풀에 추가할 수 있는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가 하나 이상 감지되었습니다.

• 할당되지 않은 11개 이상의 드라이브가 감지되었습니다. 이 드라이브는 새 풀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유형이 서로 다른 기존 풀에 추가할 수 없는 경우).

이 작업에 대해

자동 풀 생성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할당되지 않은 모든 드라이브를 하나의 풀로 쉽게 구성하고 기존 풀에
드라이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스토리지 배열에 드라이브를 추가하면 시스템에서 드라이브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드라이브 유형 및 현재 구성에
따라 단일 풀 또는 다중 풀을 생성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풀이 이전에 정의된 경우 시스템에서 호환 가능한 드라이브를 기존 풀에 추가하는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새
드라이브를 기존 풀에 추가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새 용량에 데이터를 재분배하며, 여기에는 추가한 새
드라이브가 포함됩니다.

• EF600 또는 EF300 스토리지 어레이를 구성할 때는 각 컨트롤러가 처음 12개 슬롯에서 동일한 수의 드라이브와
마지막 12개 슬롯에서 동일한 수의 드라이브를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구성을 사용하면 컨트롤러가
드라이브 측 PCIe 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풀을 생성하려면 스토리지 배열의 모든 드라이브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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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풀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메뉴 선택: More [Launch pool auto-configuration](추가 [풀 자동 구성 시작])

결과 테이블에는 새 풀, 드라이브가 추가된 기존 풀 또는 둘 다 나열됩니다. 새 풀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일련 번호로
지정됩니다.

시스템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동일한 드라이브 유형(HDD 또는 SSD)의 드라이브 수가 충분하고 용량이 유사한 경우 단일 풀을 생성합니다.

◦ 할당되지 않은 용량이 서로 다른 드라이브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 여러 풀을 생성합니다.

◦ 스토리지 배열에 풀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경우 기존 풀에 드라이브를 추가하고 동일한 드라이브 유형의 새
드라이브를 풀에 추가합니다.

◦ 동일한 드라이브 유형의 드라이브를 기존 풀에 추가하고 다른 드라이브 유형을 사용하여 새 드라이브 유형이
다른 경우 다른 풀을 생성합니다.

4. 새 풀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 편집 * 아이콘(연필)을 클릭합니다.

5. 풀의 추가 특성을 보려면 커서를 위에 놓거나 Details 아이콘(페이지)을 누릅니다.

드라이브 유형, 보안 기능, 데이터 보증(DA) 기능, 쉘프 손실 보호, 서랍 손실 보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EF600 및 EF300 스토리지 어레이의 경우 리소스 프로비저닝 및 볼륨 블록 크기에 대한 설정도 표시됩니다.

6. Accept * 를 클릭합니다.

풀을 수동으로 생성합니다

설정이 자동 풀 구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풀을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풀은 논리적으로 그룹화된 드라이브 집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 드라이브 유형(HDD 또는 SSD)이 동일한 드라이브가 최소 11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쉘프 손실 방지 기능을 사용하려면 풀을 구성하는 드라이브가 6개 이상의 서로 다른 드라이브 쉘프에 있어야 하며,

단일 드라이브 쉘프에 드라이브가 2개 이상 없어야 합니다.

• 드로어 손실 방지 기능을 사용하려면 풀을 구성하는 드라이브가 5개 이상의 서로 다른 드로어에 있어야 하며 풀에는
각 드로어의 드라이브 셸프가 동일한 수만큼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EF600 또는 EF300 스토리지 어레이를 구성할 때는 각 컨트롤러가 처음 12개 슬롯에서 동일한 수의 드라이브와
마지막 12개 슬롯에서 동일한 수의 드라이브를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구성을 사용하면 컨트롤러가
드라이브 측 PCIe 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풀을 생성하려면 스토리지 배열의 모든 드라이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풀을 생성하는 동안 드라이브 유형, 보안 기능, DA(Data Assurance) 기능, 쉘프 손실 보호, 서랍 손실 보호와 같은
특성을 확인합니다.

EF600 및 EF300 스토리지 어레이의 경우 리소스 프로비저닝과 볼륨 블록 크기도 설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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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풀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MENU: Create [Pool] 를 클릭합니다.

풀 생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선택 사항) 스토리지 배열에 둘 이상의 드라이브 유형이 있는 경우 사용할 드라이브 유형을 선택합니다.

결과 테이블에는 생성할 수 있는 모든 풀이 나열됩니다.

6. 다음 특성을 기준으로 사용할 풀 후보를 선택한 다음 * Create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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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세부 정보

특징 사용

사용 가능한 용량 에는 GiB 단위의 풀 후보 가용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요구 사항에 맞는 용량을 갖춘 풀 후보를 선택합니다. 보존(스페어) 용량도 풀
전체에 분산되며 가용 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드라이브 수 에는 풀 후보 드라이브에서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 수가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은
보존 용량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드라이브를 자동으로 예약합니다(풀에 있는 6개
드라이브마다 시스템이 보존 용량을 위해 1개의 드라이브를 예약합니다).

드라이브 장애가 발생하면 보존 용량이 재구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드라이브 블록
크기(EF300 및 EF600만
해당)

에서는 풀의 드라이브가 쓸 수 있는 블록 크기(섹터 크기)를 보여 줍니다. 다음과
같은 값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512—512바이트 섹터 크기

• 4k—4,096바이트 섹터 크기

보안 가능 풀 대상이 전체 FDE(전체 디스크 암호화) 드라이브 또는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드라이브일 수 있는 전체 보안 가능
드라이브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드라이브 보안으로 풀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모든
드라이브가 안전해야 합니다.

• FDE 전용 풀을 생성하려면 Secure-Capable 열에서 * Yes-FDE * 를
찾습니다. FIPS 전용 풀을 생성하려면 * Yes-FIPS * 또는 * Yes-

FIPS(Mixed) * 를 찾습니다. "혼합"은 140-3단계 드라이브와 140-3단계
드라이브의 혼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수준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풀이
낮은 보안 수준(140-2)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보안 기능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보안 수준이 혼합된 드라이브로 구성된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풀의 드라이브에 보안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으면 풀을 안전하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보안을
활성화하시겠습니까?

에서는 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풀이 보안 기능이 있고 보안 키를 만든 경우 확인란을 선택하여
보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후 드라이브 보안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풀을
삭제하고 드라이브를 지우는 것입니다.

DA 가능 이 풀 대상에 대해 DA(Data Assurance)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DA는 컨트롤러를 통해 드라이브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합니다. DA를 사용하려면 DA를 지원하는 풀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DA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풀에는 DA를 사용할
수 있거나 DA를 사용할 수 없는 드라이브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모든 드라이브가 DA를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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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사용

리소스 프로비저닝
가능(EF300 및 EF600만
해당)

이 풀 대상에 대해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은 EF300 및 EF600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백그라운드 초기화 프로세스 없이 볼륨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반 손실 방지 쉘프 손실 방지 기능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쉘프 손실 방지: 단일
드라이브 쉘프의 전체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 풀 내의 볼륨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서랍 손실 방지 드로어 손실 보호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이 보호 기능은 드로어가
포함된 드라이브 쉘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드로어 손실 방지 기능은
드라이브 쉘프의 단일 드로어에서 전체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 풀 내의 볼륨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원되는 볼륨 블록
크기(EF300 및 EF600만
해당)

에는 풀의 볼륨에 대해 생성할 수 있는 블록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 512n — 512바이트 네이티브

• 512e — 512바이트가 에뮬레이트됨

• 4k—4,096바이트.

볼륨 그룹을 생성합니다

호스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볼륨에 대해 볼륨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볼륨
그룹은 RAID 레벨 및 용량과 같은 공유 특성을 가진 볼륨의 컨테이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가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 단일 볼륨 그룹에 포함할 수 있는 드라이브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호스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쉘프/서랍 손실 보호를 활성화하려면 최소 3개의 쉘프 또는 서랍에 있는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볼륨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단, RAID 1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쉘프/서랍이 최소값이 됩니다.

• EF600 또는 EF300 스토리지 어레이를 구성할 때는 각 컨트롤러가 처음 12개 슬롯에서 동일한 수의 드라이브와
마지막 12개 슬롯에서 동일한 수의 드라이브를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구성을 사용하면 컨트롤러가
드라이브 측 PCIe 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볼륨 그룹을 생성할 때
Advanced(고급) 기능에서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RAID 레벨이 볼륨 그룹의 결과 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 RAID 1을 선택한 경우 미러링된 쌍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번에 두 개의 드라이브를 추가해야 합니다.

4개 이상의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미러링 및 스트라이핑(RAID 10 또는 RAID 1+0이라고 함)이 수행됩니다.

• RAID 5를 선택한 경우 최소 3개의 드라이브를 추가하여 볼륨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 RAID 6을 선택한 경우 최소 5개의 드라이브를 추가하여 볼륨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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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 대해

볼륨 그룹을 생성하는 동안 드라이브 수, 보안 기능, DA(Data Assurance) 기능, 쉘프 손실 보호, 서랍 손실 보호와 같은
그룹 특성을 확인합니다.

EF600 및 EF300 스토리지 어레이의 설정에는 리소스 프로비저닝, 드라이브 블록 크기, 볼륨 블록 크기도 포함됩니다.

대용량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여러 컨트롤러에 볼륨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볼륨 그룹당 둘 이상의 볼륨을
생성하는 것이 스토리지 용량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볼륨 그룹의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메뉴 [Volume group](볼륨 그룹)을 클릭합니다.

Create Volume Group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볼륨 그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데이터 스토리지 및 보호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RAID 레벨을 선택합니다. 볼륨 그룹 후보 테이블이 나타나고
선택한 RAID 레벨을 지원하는 후보만 표시됩니다.

6. (선택 사항) 스토리지 배열에 둘 이상의 드라이브 유형이 있는 경우 사용할 드라이브 유형을 선택합니다.

볼륨 그룹 후보 테이블이 나타나고 선택한 드라이브 유형과 RAID 레벨을 지원하는 후보만 표시됩니다.

7. (선택 사항) 자동 방법 또는 수동 방법을 선택하여 볼륨 그룹에서 사용할 드라이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방법이 기본 선택 항목입니다.

드라이브 중복성과 최적의 드라이브 구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수동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드라이브를 수동으로 선택하려면 * Manually select drives (advanced) * 링크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자동으로
드라이브 선택(고급) * 으로 변경됩니다.

Manual(수동) 방법을 사용하면 볼륨 그룹을 구성하는 특정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당되지 않은 특정
드라이브를 선택하여 필요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에 다른 미디어 유형 또는 다른 인터페이스
유형의 드라이브가 포함된 경우, 단일 드라이브 유형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용량만 선택하여 새 볼륨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8. 표시된 드라이브 특성에 따라 볼륨 그룹에서 사용할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 * Create * 를 클릭합니다.

표시되는 드라이브 특성은 자동 방법 또는 수동 방법을 선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볼륨 그룹을 생성합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용량을 추가합니다

드라이브를 추가하여 기존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사용 가능한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드라이브가 최적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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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유형(HDD 또는 SSD)이 동일해야 합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이 Optimal 상태여야 합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에 모든 보안 가능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안 가능 드라이브의 암호화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드라이브만 추가합니다.

보안이 가능한 드라이브는 FDE(전체 디스크 암호화) 드라이브 또는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풀 또는 볼륨 그룹에 포함할 가용 용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여유 용량을 사용하여 추가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중에 볼륨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풀의 경우 한 번에 최대 60개의 드라이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볼륨 그룹의 경우 한 번에 최대 2개의 드라이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드라이브 수보다 많은 드라이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풀은 스토리지
배열의 최대 제한보다 많은 드라이브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드라이브를 추가하면 보존 용량을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확장 작업 후 예약된 용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DA를 지원하지 않는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용량을 추가할 수 있는 DA(Data Assurance)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풀 또는 볼륨 그룹은 DA 가능 드라이브의 기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DA를
사용할 수 없는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풀 또는 볼륨 그룹이 있는 스토리지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드라이브를 추가할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선택한 다음 * 용량 추가 * 를 클릭합니다.

용량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과 호환되는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만 나타납니다.

4. 용량을 추가할 드라이브 선택… * 에서 기존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추가할 드라이브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컨트롤러 펌웨어는 위에 나열된 최상의 옵션을 사용하여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를 정렬합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추가된 총 사용 가능 용량이 * 선택한 총 용량 * 의 목록 아래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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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세부 정보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쉘프 드라이브의 쉘프 위치를 나타냅니다.

베이 드라이브의 베이 위치를 나타냅니다

용량(GiB) 드라이브 용량을 나타냅니다.

• 가능하면 풀 또는 볼륨 그룹의 현재 드라이브 용량과 동일한 용량을 가진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 용량이 더 작은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현재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있는 각 드라이브의 가용 용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드라이브
용량은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동일합니다.

• 용량이 더 큰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추가하는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의 가용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 현재 용량과 일치하게 됩니다.

보안 가능 드라이브가 안전한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드라이브 보안 기능을 사용하여 풀 또는 볼륨 그룹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모든 드라이브가 안전해야 합니다.

• 보안 기능이 있는 드라이브와 비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혼합하여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생성할 수 있지만 드라이브 보안 기능을 활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 모든 보안 가능 드라이브가 있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은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스페어링 또는 확장을 위한 비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 보안이 가능한 드라이브는 FDE(전체 디스크 암호화) 드라이브 또는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FIPS 드라이브는 수준 140-3이고 수준 140-3은 상위 수준의 보안일 수
있습니다. 140-3단계 드라이브와 140-3단계 드라이브를 혼합하여 선택하면
풀 또는 볼륨 그룹이 더 낮은 보안 수준(140-2)에서 작동합니다.

DA 가능 드라이브가 DA(Data Assurance)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DA(Data Assurance)가 지원되지 않는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DA 가능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용량을 추가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에는 더 이상 DA 기능이 없으며 풀 또는 볼륨 그룹 내에서 새로 생성된
볼륨에 대해 DA를 활성화하는 옵션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 DA(Data Assurance)가 지원되지 않는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용량을 추가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이
DA 가능 드라이브의 기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드라이브 속성이
일치하지 않음). 이 상황에서는 DA를 사용할 수 없는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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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DULBE 가능 드라이브에 DULBE(Logical Block Error) 할당 해제 또는 미기록 해제 옵션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DULBE는 EF300 또는 EF600 스토리지 어레이가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을 지원할 수 있도록 NVMe 드라이브에 대한
옵션입니다.

5. 추가 * 를 클릭합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에 드라이브를 추가하는 경우 풀 또는 볼륨 그룹에 다음 속성 중 하나 이상이 없는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선반 손실 방지

◦ 서랍 손실 방지

◦ 전체 디스크 암호화 기능

◦ Data Assurance입니다

◦ DULBE 기능

6. 계속하려면 * 예 * 를 클릭하고, 그렇지 않으면 * 취소 * 를 클릭합니다.

결과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를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추가한 후에는 추가 드라이브를 포함하기 위해 풀 또는 볼륨 그룹의 각
볼륨에 있는 데이터가 재배포됩니다.

SSD Cache 생성

시스템 성능을 동적으로 가속하기 위해 SSD Cache 기능을 사용하여 가장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핫" 데이터)를 지연 시간이 짧은 SSD(Solid State Drive)에 캐싱할 수 있습니다. SSD

Cache는 호스트 읽기에만 사용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토리지 배열에 일부 SSD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F600 또는 EF300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SSD Cache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SD Cache를 생성할 때 단일 드라이브 또는 여러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읽기 캐시가 스토리지 배열에 있기
때문에, 캐시는 스토리지 배열을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공유됩니다. 캐시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캐싱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동적 볼륨입니다.

SSD Cache를 생성할 때는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SSD Cache는 나중에 생성하지 않을 때만 보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 어레이당 하나의 SSD Cache만 지원됩니다.

• 스토리지 배열의 최대 가용 SSD Cache 용량은 컨트롤러의 기본 캐시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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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D Cache는 스냅샷 이미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SSD Cache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된 볼륨을 가져오거나 내보내면 캐시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없습니다.

• 컨트롤러의 SSD Cache를 사용하도록 할당된 볼륨은 자동 로드 밸런싱 전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연결된 볼륨이 보안 설정된 경우 보안 설정된 SSD Cache를 생성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캐시의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메뉴: 생성 [SSD Cache] 를 클릭합니다.

SSD 캐시 생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SSD Cache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다음 특성을 기준으로 사용할 SSD Cache 대상을 선택합니다.

필드 세부 정보

특징 사용

용량 에는 사용 가능한 용량이 GiB 단위로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스토리지 요구
사항에 맞는 용량을 선택합니다. SSD Cache의 최대 용량은 컨트롤러의 기본
캐시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SSD Cache에 최대 용량을 초과하여 할당하는 경우
추가 용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SD Cache 용량은 할당된 전체 용량에
반영됩니다.

총 드라이브 수 에는 이 SSD 캐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수가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드라이브 수가 들어 있는 SSD 대상을 선택합니다

보안 가능 SSD 캐시 대상이 전체 FDE(전체 디스크 암호화) 드라이브 또는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드라이브일 수 있는 전체 보안 가능
드라이브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보안이 설정된 SSD Cache를
생성하려면 Secure-Capable 열에서 "Yes-FDE" 또는 "Yes-FIPS"를 찾습니다.

보안을
설정하시겠습니까?

에서는 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보안이 설정된 SSD 캐시를 생성하려면 * 보안 활성화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참고: 한 번 설정하면 보안을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SSD

Cache는 나중에 생성하지 않을 때만 보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A 가능 이 SSD Cache 대상에 대해 DA(Data Assurance)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DA(Data Assurance)는 컨트롤러를 통해 드라이브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DA를 사용하려면 DA를
지원하는 SSD Cache 대상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DA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D Cache에는 DA 지원 드라이브와 비 DA 지원
드라이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DA를 사용하려면 모든 드라이브가 DA 지원
가능해야 합니다.

6. SSD Cache를 SSD 읽기 캐싱을 구현할 볼륨과 연결합니다. 호환 볼륨에서 SSD 캐시를 즉시 활성화하려면 *

호스트에 매핑된 기존 호환 볼륨에서 SSD 캐시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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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은 동일한 드라이브 보안 및 DA 기능을 공유하는 경우 호환됩니다.

7. Create * 를 클릭합니다.

풀의 구성 설정을 변경합니다

풀의 이름, 용량 알림 설정, 수정 우선 순위 및 보존 용량을 비롯한 풀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에서는 풀에 대한 구성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플러그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풀의 RAID 레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플러그인은 풀을 자동으로
RAID 6으로 구성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풀이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편집할 풀을 선택한 다음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풀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Settings * 탭을 선택한 다음 필요에 따라 풀 설정을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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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세부 정보

설정 설명

이름 사용자 제공 풀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풀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용량 알림 풀의 사용 가능한 용량이 지정된 임계값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알림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풀에 저장된 데이터가 지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플러그인이 메시지를 보내 더 많은 스토리지 공간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객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고는 대시보드의 알림 영역에 표시되며 서버에서
이메일 및 SNMP 트랩 메시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용량 알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 Critical alert * — 풀의 사용 가능한 용량이 지정된 임계값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 이 중요 알림을 보냅니다. 스피너 컨트롤을 사용하여 임계값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 알림을 비활성화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 Early alert * — 풀의 사용 가능한 용량이 지정된 임계값에 도달하면 이 조기
알림이 표시됩니다. 스피너 컨트롤을 사용하여 임계값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
알림을 비활성화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수정 우선 순위 시스템 성능과 관련하여 풀의 수정 작업에 대한 우선 순위 수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풀에서 수정 작업의 우선 순위가 높을수록 작업이 더 빨리 완료되지만
호스트 입출력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낮으면 작업에 더 오래
걸리지만 호스트 I/O 성능에는 영향을 덜 받습니다. 최저, 최저, 중간, 높음, 최고
등 5가지 우선 순위 수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 수준이 높을수록
호스트 I/O 및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 * Critical reconstruction priority * — 이 슬라이더 막대는 여러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여 일부 데이터에 중복성이 없고 추가적인 드라이브 장애로
인해 데이터가 손실될 경우 데이터 재구성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 저하된 재구성 우선순위 * — 이 슬라이더 막대는 드라이브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재구성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만, 데이터에는 중복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드라이브 장애로 인해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 * 백그라운드 작업 우선 순위 * — 이 슬라이더 막대는 풀이 최적 상태인 동안
발생하는 풀 백그라운드 작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DVE(Dynamic Volume Expansion), iaf(Instant Availability Format) 및
교체되거나 추가된 드라이브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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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보존 용량(EF600 또는
EF300의 경우 "최적화
용량")

• Preservation capacity * — 잠재적인 드라이브 오류를 지원하기 위해 풀에
예약된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드라이브 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장애가 발생하면 보존 용량이 재구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풀은
볼륨 그룹에서 사용되는 핫 스페어 드라이브 대신 데이터 재구성 프로세스
중에 보존 용량을 사용합니다. Spinner 컨트롤을 사용하여 드라이브 수를
조정합니다. 드라이브 수에 따라 풀의 보존 용량이 spinner 상자 옆에
표시됩니다. 보존 용량에 대한 다음 정보를 염두에 두십시오.

◦ 보존 용량은 풀의 총 가용 용량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예비 용량을
예약하는 경우 볼륨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용량에 영향을
줍니다. 보존 용량에 0을 지정하면 풀의 모든 가용 용량이 볼륨 생성에
사용됩니다.

◦ 보존 용량을 줄이면 풀 볼륨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증가합니다.

• 추가 최적화 용량(EF600 및 EF300 어레이만 해당) * — 풀을 생성할 때 사용
가능한 용량과 성능 및 드라이브 마모 수명 간의 균형을 제공하는 권장
최적화 용량이 생성됩니다. 사용 가능한 용량 증가를 희생하여 성능 및
드라이브 마모 수명을 개선하려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성능
및 드라이브 마모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 가능한 용량을 늘리기 위해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러한 균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SD

드라이브는 용량의 일부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수명이 더 길고 쓰기 성능이
극대화됩니다. 풀과 연결된 드라이브의 경우 할당되지 않은 용량은 풀의 보존
용량, 사용 가능한 용량(볼륨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량) 및 추가 최적화
용량으로 남겨 둔 사용 가능한 용량의 일부로 구성됩니다. 추가 최적화
용량은 사용 가능한 용량을 줄여 최적화 용량을 최소화하므로 볼륨 생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저장 * 을 클릭합니다.

볼륨 그룹의 구성 설정을 변경합니다

이름 및 RAID 레벨을 포함하여 볼륨 그룹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볼륨 그룹에 액세스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RAID 레벨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필수 구성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 볼륨 그룹이 Optimal(최적) 상태여야 합니다.

• 새 RAID 레벨로 변환하려면 볼륨 그룹에 충분한 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볼륨 그룹이 있는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편집할 볼륨 그룹을 선택한 다음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볼륨 그룹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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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정 * 탭을 선택한 다음 볼륨 그룹 설정을 적절하게 편집합니다.

필드 세부 정보

설정 설명

이름 볼륨 그룹의 사용자 제공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볼륨 그룹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RAID 레벨 드롭다운 메뉴에서 새 RAID 레벨을 선택합니다.

• * RAID 0 스트라이핑* — 고성능을 제공하지만 데이터 중복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볼륨 그룹에서 단일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연결된 모든
볼륨이 실패하고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스트라이핑 RAID 그룹은 두 개
이상의 드라이브를 하나의 대용량 논리 드라이브로 결합합니다.

• * RAID 1 미러링 * — 고성능 및 최고의 데이터 가용성을 제공하며 중요한
데이터를 기업 또는 개인 차원에서 저장하는 데 적합합니다. 한 드라이브의
내용을 미러링된 쌍의 두 번째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미러링하여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단일 드라이브 장애 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 * RAID 10 스트라이핑/미러링* — RAID 0(스트라이핑)과 RAID 1(미러링)의
조합을 제공하며, 4개 이상의 드라이브를 선택할 때 가능합니다. RAID 10은
고성능 및 내결함성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대용량 트랜잭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 * RAID 5 * — 일반적인 I/O 크기가 작고 읽기 작업이 많은 다중 사용자 환경
(예: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에 적합합니다.

• * RAID 6 * — RAID 5 이상의 이중화 보호가 필요하지만 높은 쓰기 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에 적합합니다. RAID 3은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볼륨 그룹에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RAID 레벨을
변경하면 이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변경 중에는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 최적화(EF600

어레이만 해당)

볼륨 그룹이 생성되면 사용 가능한 용량과 성능 및 드라이브 마모 수명 간의
균형을 제공하는 권장 최적화 용량이 생성됩니다. 사용 가능한 용량 증가를
희생하여 성능 및 드라이브 마모 수명을 개선하려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성능 및 드라이브 마모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 가능한 용량을 늘리기
위해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러한 균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SD

드라이브는 용량의 일부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수명이 더 길고 쓰기 성능이
극대화됩니다. 볼륨 그룹과 연결된 드라이브의 경우 할당되지 않은 용량은 그룹의
사용 가능한 용량(볼륨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량)과 추가 최적화 용량으로 남겨 둔
사용 가능한 용량의 일부로 구성됩니다. 추가 최적화 용량은 사용 가능한 용량을
줄여 최적화 용량을 최소화하므로 볼륨 생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저장 * 을 클릭합니다.

RAID 레벨 변경으로 인해 용량이 줄어들거나, 볼륨 중복성이 손실되거나, 쉘프/드로어 손실 보호가 손실되면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계속하려면 * 예 * 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 아니요 * 를 클릭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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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그룹의 RAID 레벨을 변경하면 플러그인은 볼륨 그룹을 구성하는 모든 볼륨의 RAID 레벨을 변경합니다. 작업 중에
성능이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SSD 캐시 설정을 변경합니다

SSD Cache의 이름을 편집하고 해당 상태, 최대 및 현재 용량, Drive Security 및 Data

Assurance 상태, 관련 볼륨 및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F600 또는 EF300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SSD Cache가 포함된 스토리지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편집할 SSD Cache를 선택한 다음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SSD Cache Settings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SSD Cache 설정을 적절하게 검토 또는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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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세부 정보

설정 설명

이름 변경할 수 있는 SSD Cache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SSD Cache의 이름은
필수입니다.

특징 SSD Cache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가능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적

• 알 수 없음

• 성능 저하

• 실패(실패 상태로 인해 심각한 MEL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 일시 중단됨

용량 에는 SSD Cache에 허용되는 현재 용량과 최대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SSD

Cache에 허용되는 최대 용량은 컨트롤러의 기본 캐시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 최대 1GiB

• 1GiB에서 2GiB까지

• 2GiB에서 4GiB까지

• 4GiB 초과

보안 및 DA 에서는 SSD Cache의 드라이브 보안 및 Data Assurance 상태를 보여 줍니다.

• * 보안 가능 * — SSD 캐시가 완전히 보안 가능 드라이브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보안 가능 드라이브는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로 무단
액세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Secure-enabled * — SSD Cache에서 보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 DA 가능 * — SSD 캐시가 완전히 DA 가능 드라이브로 구성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DA 지원 드라이브는 호스트와 스토리지 시스템 간에 데이터가
전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관된 개체 에는 SSD Cache와 연결된 볼륨 및 드라이브가 나와 있습니다.

5. 저장 * 을 클릭합니다.

SSD Cache 통계를 확인합니다

SSD Cache의 통계(예: 읽기, 쓰기, 캐시 적중, 캐시 할당 백분율)를 볼 수 있습니다. 캐시
활용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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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600 또는 EF300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상세 통계의 하위 집합인 공칭 통계가 SSD 캐시 통계 보기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모든 SSD 통계를 .csv 파일로
내보낼 때만 SSD Cache에 대한 자세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검토 및 해석할 때는 통계의 조합을 통해 일부 해석이 파생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SSD Cache가 포함된 스토리지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통계를 보려는 SSD Cache를 선택하고 메뉴: 추가 [SSD Cache 보기] 통계 를 클릭합니다.

SSD Cache 통계 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선택한 SSD 캐시에 대한 공칭 통계가 표시됩니다.

필드 세부 정보

설정 설명

읽기 에는 SSD Cache 지원 볼륨의 총 호스트 읽기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읽기-쓰기의
비율이 클수록 캐시의 작업이 더 낫습니다.

쓰기 SSD Cache가 활성화된 볼륨에 대한 총 호스트 쓰기 수입니다. 읽기-쓰기의
비율이 클수록 캐시의 작업이 더 낫습니다.

캐시 적중 횟수 캐시 적중 수를 표시합니다.

캐시 적중률 캐시 적중률을 표시합니다. 이 숫자는 캐시 적중 횟수/(읽기+쓰기)에서
파생됩니다. 효과적인 SSD Cache 작업을 위해서는 캐시 적중률이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캐시 할당 % 할당된 SSD Cache 스토리지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이 스토리지는 이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할당된 바이트/사용 가능 바이트에서 파생되는
SSD Cache 스토리지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캐시 활용률 에는 할당된 SSD Cache 스토리지의 백분율로 표시된 활성화된 볼륨의 데이터가
포함된 SSD Cache 스토리지의 백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양은 SSD Cache의
사용률 또는 밀도를 나타냅니다. 할당된 바이트/사용 가능한 바이트에서
파생됩니다.

모두 내보내기 모든 SSD Cache 통계를 CSV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낸 파일에는 SSD

Cache에 대해 사용 가능한 모든 통계(공칭 및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4. 대화 상자를 닫으려면 * 취소 * 를 클릭합니다.

볼륨 중복성을 확인합니다

기술 지원의 지침이나 Recovery Guru의 지시에 따라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볼륨에서 이중화를
확인하여 해당 볼륨의 데이터가 일관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 데이터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 중 하나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교체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재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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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 풀 또는 볼륨 그룹의 상태가 최적이어야 합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진행 중인 볼륨 수정 작업이 없어야 합니다.

• RAID 0에는 데이터 중복성이 없으므로 RAID 0을 제외한 모든 RAID 수준에서 이중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은
RAID 6로만 구성됩니다.

Recovery Guru에서 지시하고 기술 지원의 지침에 따라 볼륨 중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한 번에 하나의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만 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볼륨 중복 검사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RAID 3 볼륨, RAID 5 볼륨 또는 RAID 6 볼륨의 데이터 블록을 검사하고 각 블록의 중복 정보를 확인합니다.

(RAID 3은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볼륨 그룹에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 RAID 1 미러링 드라이브의 데이터 블록을 비교합니다.

• 컨트롤러 펌웨어가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중복 오류를 반환합니다.

동일한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중복 검사를 즉시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동일한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다른 중복 검사를 실행하기 전에 1-2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풀 또는 볼륨 그룹이 있는 스토리지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Uncommon Tasks [Check volume redundancy] 메뉴를 선택합니다.

Check Redundancy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확인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check 를 입력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5. 확인 * 을 클릭합니다.

볼륨 중복 검사 작업이 시작됩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볼륨은 대화 상자의 테이블 상단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스캔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각 볼륨을 스캔할 때 수행됩니다.

◦ 볼륨 테이블에서 볼륨이 선택됩니다.

◦ 이중화 체크 상태가 Status 열에 표시됩니다.

◦ 미디어 또는 패리티 오류가 발생하면 검사가 중지되고 오류가 보고됩니다. 다음 표에는 이중화 검사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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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세부 정보

상태 설명

보류 중 이 볼륨이 스캔되는 첫 번째 볼륨이며, 시작을 클릭하여 중복 검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다른 볼륨에서 중복 검사 작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볼륨이 중복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통과 볼륨이 중복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중화 정보에서 불일치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볼륨이 중복 검사에 실패했습니다. 이중화 정보에서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미디어 오류입니다 드라이브 미디어에 결함이 있어 읽을 수 없습니다. Recovery Guru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릅니다.

패리티 오류입니다 패리티는 데이터의 특정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패리티
오류는 잠재적으로 심각하며 영구적인 데이터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마지막 볼륨을 선택한 후 * Done * 을 클릭합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삭제합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삭제하여 할당되지 않은 용량을 더 많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용량을
재구성하여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있는 모든 볼륨의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 모든 입출력(I/O)을 중지해야 합니다.

• 볼륨에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해야 합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미러 관계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에 대해 진행 중인 볼륨 복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이 비동기식 미러링 작업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에 영구 예약이 없어야 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풀 또는 볼륨 그룹이 있는 스토리지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풀 또는 볼륨 그룹을 하나 선택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풀 또는 볼륨 그룹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하여 추가 풀 또는 볼륨 그룹을
확인합니다.

4. Uncommon Tasks[삭제] 메뉴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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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과 연결된 모든 드라이브를 삭제합니다.

• 연결된 드라이브를 할당 해제하므로 새 풀 또는 기존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 그룹의 여유 용량을 통합합니다

통합 가용 용량 옵션을 사용하여 선택한 볼륨 그룹에서 기존 가용 익스텐트를 통합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볼륨 그룹의 최대 가용 용량에서 추가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볼륨 그룹에는 사용 가능한 용량 영역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볼륨 그룹의 모든 볼륨이 온라인 상태이고 최적 상태여야 합니다.

• 볼륨의 세그먼트 크기 변경과 같은 볼륨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작업을 시작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통합 작업 중에도 데이터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통합 가용 용량 대화 상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볼륨 그룹에 대해 사용 가능한 용량 영역이 하나 이상 감지되면 알림 영역의 홈 페이지에 가용 용량 통합 권장 사항이
나타납니다. 무료 용량 통합 * 링크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시작합니다.

• 다음 작업에 설명된 대로 Pools & Volume Groups 페이지에서 Consolidate Free Capacity 대화 상자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 용량 영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사용 가능한 용량 영역은 볼륨 삭제 또는 볼륨 생성 중 사용 가능한 모든 용량을 사용하지 않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용량입니다. 하나 이상의 사용 가능한 용량 영역이 있는 볼륨 그룹에서 볼륨을 생성할 때 볼륨의
용량은 해당 볼륨 그룹에서 가장 큰 사용 가능한 용량 영역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볼륨 그룹의 사용 가능한
용량이 총 15GiB이고 사용 가능한 최대 용량 영역이 10GiB인 경우 생성할 수 있는 최대 볼륨은 10GiB입니다.

볼륨 그룹에 여유 용량을 통합하여 쓰기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파일을 쓰기, 수정 및 삭제할 때 볼륨
그룹의 사용 가능한 용량이 시간 경과에 따라 조각화됩니다. 결국 가용 용량은 단일 연속 블록에 위치하지 않고
볼륨 그룹 전체에 작은 조각으로 분산됩니다. 이로 인해 호스트가 사용 가능한 무료 클러스터 범위에 맞게 새
파일을 조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파일 조각화가 더욱 심해집니다.

선택한 볼륨 그룹에 여유 용량을 통합하면 호스트가 새 파일을 쓸 때마다 파일 시스템 성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통합 프로세스를 통해 새 파일이 나중에 조각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볼륨 그룹이 있는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통합할 여유 용량이 있는 볼륨 그룹을 선택한 다음, Uncommon Tasks [Consolidate volume group free capacity]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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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용량 통합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통합’을 입력하십시오.

5. 통합 * 을 클릭합니다.

결과

시스템은 볼륨 그룹의 여유 용량 영역을 이후 스토리지 구성 작업을 위해 인접한 하나의 용량으로 통합(조각 모음)하기
시작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탐색 사이드바에서 * Operations * 를 선택하여 통합 가용 용량 작업의 진행률을 확인합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로케이터 조명을 켭니다

드라이브를 찾아 선택한 풀, 볼륨 그룹 또는 SSD Cache를 구성하는 모든 드라이브를
물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풀, 볼륨 그룹 또는 SSD Cache의 각 드라이브에 LED

표시등이 켜집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찾을 풀, 볼륨 그룹 또는 SSD Cache를 선택한 다음 menu:More [Turn on locator Lights](메뉴 켜기: 로케이터
라이트)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풀, 볼륨 그룹 또는 SSD Cache를 구성하는 드라이브의 표시등이 켜져 있음을 나타내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드라이브를 찾은 후 * 끄기 * 를 클릭합니다.

용량을 제거합니다

드라이브를 제거하여 기존 풀 또는 SSD Cache의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제거한 후에는 풀 또는 SSD Cache의 각 볼륨에 있는 데이터가 나머지 드라이브에 재배포됩니다. 제거된
드라이브는 할당되지 않고 해당 용량은 스토리지 어레이의 총 사용 가능 용량의 일부가 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용량을 제거할 때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SSD Cache를 먼저 삭제하지 않으면 SSD Cache의 마지막 드라이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풀의 드라이브 수를 11개 미만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 한 번에 최대 12개의 드라이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2개 이상의 드라이브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 데이터가 풀 또는 SSD Cache의 나머지 드라이브에 재분배된 경우, 데이터를 포함할 풀 또는 SSD Cache에 사용
가능한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드라이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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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입니다.

• 풀 또는 SSD Cache에서 드라이브를 제거하면 볼륨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풀 또는 SSD Cache에서 용량을 제거할 때는 보존 용량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풀 또는 SSD Cache에 남아
있는 드라이브 수에 따라 보존 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가능 드라이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 보안 기능이 없는 마지막 드라이브를 제거하면 모든 보안 가능 드라이브가 풀에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풀에 대한
보안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 DA(Data Assurance)를 지원하지 않는 마지막 드라이브를 제거하면 모든 DA 가능 드라이브가 풀에 남아 있습니다.

• 풀에서 생성한 새 볼륨은 D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볼륨을 DA로 사용하려면 볼륨을 삭제한 다음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2. 풀 또는 SSD Cache를 선택한 다음 MENU: More [Remove capacity]([용량 제거]) 를 클릭합니다.

용량 제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드라이브를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하면 선택한 총 용량 필드가 업데이트됩니다. 이 필드에는 선택한
드라이브를 제거한 후 결과로 표시되는 풀 또는 SSD Cache의 총 용량이 표시됩니다.

4. 제거 * 를 클릭한 다음 드라이브 제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과

풀 또는 SSD Cache에서 새로 축소된 용량이 Pools and Volume Groups 뷰에 반영됩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에 대한 보안을 설정합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에 대해 드라이브 보안을 설정하여 풀 또는 볼륨 그룹에 포함된 드라이브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의 읽기 및 쓰기 액세스는 보안 키로 구성된 컨트롤러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드라이브 보안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보안 키를 만들어야 합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이 Optimal 상태여야 합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모든 드라이브는 보안이 가능한 드라이브여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Drive Security를 사용하려면 보안 기능이 있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선택합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에는 보안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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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와 비보안 가능 드라이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드라이브는 암호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안을 설정한 후에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삭제한 다음 드라이브를 삭제해야만 보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관리 페이지에서 풀 또는 볼륨 그룹이 있는 스토리지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2.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and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3. 보안을 설정할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선택한 다음 MENU: More [Enable security] 를 클릭합니다.

보안 활성화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4. 선택한 풀 또는 볼륨 그룹에 대해 보안을 설정할지 확인한 다음 * 사용 * 을 클릭합니다.

vCenter용 Storage Plugin을 제거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애플리케이션 호스트에서 플러그인 웹
서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순서에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고유 단계입니다. 그러나 플러그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응용
프로그램 호스트에서 플러그인 웹서버를 제거하도록 선택하면 등록 스크립트가 해당 프로세스 중에 제거되고 방법 1을
사용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에서 플러그인 등록을 취소합니다

vCenter Server Appliance에서 플러그인 등록을 취소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방법 1: 등록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 방법 2: vCenter Server Mob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방법 1: 등록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1. 명령줄을 통해 프롬프트를 열고 다음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설치 디렉토리>\vcenter-register\bin"

2. "vcenter-register.bat" 파일을 실행합니다.

vcenter-register.bat ^

'-action unregisterPlugin^'

"-vCenterHostname <vCenter FQDN>^"

'-사용자 이름 <관리자 사용자 이름>^'

3. 스크립트가 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

로그는 "%install_dir%/working/logs/vc-registration.log"에 저장됩니다.

881



방법 2: vCenter Server Mob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다음 URL을 입력합니다.

https://<FQDN[] vCenter Server>/MOB의

2. 관리자 자격 증명 아래에 로그인합니다.

3. 'extensionManager’의 속성 이름을 찾아 해당 속성과 관련된 링크를 클릭합니다.

4. 자세히 * 를 클릭하여 속성 목록을 확장합니다. 링크 를 클릭합니다.

5. 확장자 plugin.netapp.eseries` 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이 경우 UnregisterExtension 메서드 를 클릭합니다.

7. 대화 상자에 plugin.netapp.eseries` 값을 입력하고 * Invoke Method * 를 클릭합니다.

8. 대화 상자를 닫고 웹 브라우저를 새로 고칩니다.

9. plugin.netapp.eseries` 확장자가 목록에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vCenter Server Appliance에서 플러그인 등록을 해제하지만 서버에서 플러그인 패키지
파일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패키지 파일을 제거하려면 SSH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Appliance에
액세스하고 "etc/vmware/vsphere-ui/vc-packages/vsphere-client-environment/"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플러그인과 연결된 디렉터리를 제거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호스트에서 플러그인 웹 서버를 제거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호스트에서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 제어판 * 으로 이동합니다.

2. 앱 및 기능 * 으로 이동한 다음 * vCenter * 용 SANtricity 스토리지 플러그인 을 선택합니다.

3. 제거/변경 * 을 클릭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4. 제거 * 를 클릭합니다.

제거가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완료 * 를 클릭합니다.

FAQ 를 참조하십시오

어떤 설정을 가져올까요?

설정 가져오기 기능은 하나의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여러 스토리지 어레이로 구성을 로드하는
일괄 작업입니다.

이 작업 중에 가져오는 설정은 소스 스토리지 배열이 System Manager에 구성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설정을
여러 스토리지 어레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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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경고 * — 설정에는 메일 서버 주소와 경고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됩니다.

• * Syslog alerts * — 설정에는 syslog 서버 주소와 UDP 포트가 포함됩니다.

• SNMP 경고 * — 설정에는 SNMP 서버에 대한 커뮤니티 이름과 IP 주소가 포함됩니다.

• * AutoSupport * — 설정에는 별도 기능(기본 AutoSupport, AutoSupport OnDemand 및 원격 진단), 유지보수
윈도우, 제공 방법, 및 발송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 디렉토리 서비스 * — 구성에는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서버의 도메인 이름 및 URL과
LDAP 서버의 사용자 그룹에 대한 스토리지 배열의 사전 정의된 역할에 대한 매핑이 포함됩니다.

• * 스토리지 구성 * — 구성에는 볼륨(일반 및 비리포지토리 볼륨만), 볼륨 그룹, 풀 및 핫 스페어 드라이브 할당이
포함됩니다.

• * 시스템 설정 * — 구성에는 볼륨에 대한 미디어 스캔 설정, 컨트롤러에 대한 SSD 캐시, 자동 로드 밸런싱(호스트
연결 보고 제외)이 포함됩니다.

내 스토리지 어레이가 모두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정 가져오기 작업 중에 일부 스토리지 배열을 대상 선택 대화 상자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토리지 어레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펌웨어 버전이 8.50 미만입니다.

• 스토리지 배열이 오프라인입니다.

• 시스템이 해당 어레이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예: 어레이에 인증서, 암호 또는 네트워킹 문제가 있음).

이러한 볼륨이 워크로드와 관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볼륨을 생성했거나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마이그레이션(가져오기/내보내기)한 경우 볼륨은 워크로드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워크로드가 볼륨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볼륨을 생성하는 동안 작업 부하 사용에 대한 정보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시스템에서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최적의 볼륨 구성을 생성합니다. 이 구성은 필요에 따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볼륨 생성 순서에서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객체입니다. 애플리케이션별로 하나 이상의 워크로드 또는 인스턴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시스템에서 기본 볼륨 특성이 비슷한 볼륨을 포함하도록 워크로드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볼륨 특성은 워크로드가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 최적화됩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SQL Server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워크로드를 생성한 다음 해당 워크로드에 대한 볼륨을 생성하는 경우 기본 볼륨
특성은 Microsoft SQL Server를 지원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 응용 프로그램별 * — 응용 프로그램별 작업 부하를 사용하여 볼륨을 생성할 때 응용 프로그램 작업 부하 I/O와
응용 프로그램 인스턴스의 다른 트래픽 간의 경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화된 볼륨 구성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I/O

유형, 세그먼트 크기, 컨트롤러 소유권, 읽기 및 쓰기 캐시와 같은 볼륨 특성은 자동으로 권장 사항이며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대해 생성되는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Microsoft SQL Server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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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Exchange Server를 참조하십시오

◦ 비디오 감시 애플리케이션

◦ VMware ESXi(가상 머신 파일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볼륨용)

볼륨 추가/편집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권장 볼륨 구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권장 볼륨 및 특성을 편집,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기타(또는 특정 볼륨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 — 다른 워크로드는 볼륨 구성을 사용하며, 특정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되지 않은 워크로드를 생성하려는 경우 또는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사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장 최적화가 없는 경우 수동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볼륨 추가/편집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볼륨 구성을
수동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내 볼륨,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가 모두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DA 지원 기본 볼륨이 있는 스냅샷 볼륨은 DA(Data Assurance)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호스트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DA를 사용할 수 없는 호스트에 스냅샷 볼륨을 할당하기 전에 기본 볼륨에서
DA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스냅샷 볼륨을 할당할 호스트에 대한 다음 지침을 고려하십시오.

• DA를 사용할 수 없는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접속된 호스트의 경우 DA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DA를 사용할 수 없는 호스트 구성원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호스트 클러스터를 DA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냅샷과 연결된 볼륨(정합성 보장 그룹, 스냅샷 그룹, 스냅샷 이미지 및 스냅샷 볼륨), 볼륨
복제본에서는 DA를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기본 볼륨에서 DA를 비활성화하기 전에 관련된
모든 예약 용량 및 스냅샷 객체를 삭제해야 합니다.

선택한 워크로드를 삭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워크로드는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생성되거나 다른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마이그레이션(가져오기/내보내기)된 볼륨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이
워크로드의 볼륨은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워크로드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를 사용하면 스토리지 어레이를 관리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애플리케이션별 워크로드의 볼륨 특성에 따라 스토리지 어레이의 구성 요소와 워크로드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결정되며, 지정된 구성에서 환경의 성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SQL Server 또는 Exchange와 같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워크로드를 하나
이상 정의합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시스템은 스토리지를 최적화하는 볼륨 구성을 자동으로 권장합니다. 볼륨
구성에는 I/O 유형, 세그먼트 크기, 컨트롤러 소유권, 읽기 및 쓰기 캐시 같은 특성이 포함됩니다.

확장된 용량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볼륨의 용량을 늘릴 경우 호스트에서 즉시 볼륨 용량 증가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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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운영 체제는 볼륨 확장이 시작된 후 확장된 볼륨 용량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확장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OS에서 확장된 볼륨 용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디스크 재검색 또는 재부팅을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볼륨 용량을 확장한 후에는 파일 시스템 크기를 수동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 방법은 사용 중인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운영 체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나중에 호스트 할당 선택 항목을 언제 사용하시겠습니까?

볼륨 생성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려면 새로 생성된 볼륨이 오프라인으로 초기화되도록 호스트
할당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새로 생성된 볼륨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두 가지 모드(즉시 사용 가능한 형식(iaf) 백그라운드 초기화 프로세스
또는 오프라인 프로세스)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러한 모드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호스트에 매핑하면 해당 그룹의 초기화 볼륨이 백그라운드 초기화로 강제로 전환됩니다. 이 백그라운드 초기화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동시 호스트 입출력이 허용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볼륨 그룹의 볼륨 중 어느 것도 매핑되지 않은 경우 오프라인 초기화가 수행됩니다. 오프라인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호스트 블록 크기 요구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EF300 및 EF600 시스템의 경우 512바이트 또는 4KiB 블록 크기("섹터 크기"라고도 함)를
지원하도록 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생성하는 동안 올바른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시스템은 적절한 기본값을 제안합니다.

볼륨 블록 크기를 설정하기 전에 다음 제한 사항 및 지침을 읽으십시오.

• 일부 운영 체제와 가상 머신(현재 VMware 등)에는 512바이트 블록 크기가 필요하며 4KiB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볼륨을 생성하기 전에 호스트 요구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륨을 4KiB 블록 크기로 설정하여 최상의
성능을 얻을 수 있지만 호스트에서 4KiB(또는 "4Kn") 블록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에 대해 선택하는 드라이브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볼륨 블록 크기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512바이트 블록에 쓰는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볼륨 그룹을 생성하는 경우 512바이트 블록의 볼륨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4KiB 블록에 쓰는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볼륨 그룹을 생성하는 경우 512바이트 또는 4KiB 블록으로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어레이에 iSCSI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는 경우 모든 볼륨은 볼륨 그룹 블록 크기와 관계없이 512바이트
블록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특정 하드웨어 구현 때문입니다.

• 블록 크기를 설정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블록 크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볼륨을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호스트 클러스터를 생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볼륨 세트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하는 호스트가 2개 이상인 경우 호스트 클러스터를
생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호스트에는 볼륨 액세스를 조정하기 위해 클러스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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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이 올바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 필드에는 호스트의 운영 체제가 들어 있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권장
호스트 유형을 선택하거나 HCA(Host Context Agent)에서 호스트 및 적절한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호스트 유형은 스토리지 어레이 모델 및 펌웨어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최신 버전은 가장
일반적인 옵션을 먼저 표시하며, 이 옵션이 가장 적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목록의 모양은 옵션이 완전히 지원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호스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다음 호스트 유형 중 일부가 목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입니다 운영 체제(OS) 및 다중 경로 드라이버

Linux DM-MP(커널 3.10 이상) 3.10 이상의 커널과 함께 장치 매퍼 다중 경로 페일오버
솔루션을 사용하여 Linux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VMware ESXi VMware 기본 제공 스토리지 어레이 유형 정책 모듈
SATP_ALUA를 사용하여 NMP(Native Multipathing

Plug-in) 아키텍처를 실행하는 VMware ESXi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Windows(클러스터형 또는 비클러스터형) ATTO 다중 경로 드라이버를 실행하지 않는 Windows

클러스터 또는 클러스터링되지 않은 구성을 지원합니다.

ATTO 클러스터(모든 운영 체제) ATTO Technology, Inc., 다중 경로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모든 클러스터 구성을 지원합니다.

Linux(Veritas DMP) Veritas DMP 다중 경로 솔루션을 사용하여 Linux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Linux(ATTO) ATTO Technology, Inc., 다중 경로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Linux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Mac OS ATTO Technology, Inc., 다중 경로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Mac OS 버전을 지원합니다.

Windows(ATTO) ATTO Technology, Inc., 다중 경로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FlexArray(ALUA) 다중 경로에 대해 ALUA를 사용하여 NetApp FlexArray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IBM SVC IBM SAN Volume Controller 구성을 지원합니다.

공장 출하 시 기본값 스토리지 배열의 초기 시작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이 출하 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결된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호스트 운영 체제
및 다중 경로 드라이버에 맞게 변경합니다.

Linux DM-MP(커널 3.9 이상) 3.9 이하의 커널과 함께 장치 매퍼 다중 경로 장애 조치
솔루션을 사용하여 Linux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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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입니다 운영 체제(OS) 및 다중 경로 드라이버

Window Clustered(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이 이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Windows(클러스터형 또는 비클러스터형) 설정을 대신
사용합니다.

HCA를 설치하고 스토리지를 호스트에 연결한 후 HCA는 입출력 경로를 통해 호스트 토폴로지를 스토리지 컨트롤러로
보냅니다. 호스트 토폴로지에 따라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자동으로 호스트와 연결된 호스트 포트를 정의한 다음 호스트
유형을 설정합니다.

HCA가 권장 호스트 유형을 선택하지 않으면 호스트 유형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호스트 포트를 호스트에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스트를 수동으로 생성하는 경우 먼저 호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HBA(호스트 버스
어댑터)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호스트에 설치된 각 HBA와 연결된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있는 경우 Create Host 대화 상자에 제공된 목록에서 스토리지 배열에 로그인한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선택합니다.

생성 중인 호스트에 대해 적절한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연결하면 다른 호스트에서 이 데이터에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호스트에 설치된 HCA(호스트 컨텍스트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호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경우 HCA는 자동으로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각 호스트에 연결하고 적절히 구성해야 합니다.

기본 클러스터는 무엇입니까?

기본 클러스터는 기본 클러스터에 할당된 볼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해 스토리지 배열에
로그인한 연결되지 않은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허용하는 시스템 정의 엔티티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호스트 포트 식별자는 특정 호스트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호스트에 물리적으로 설치되어
스토리지 배열에 로그인하는 호스트 포트입니다.

호스트가 스토리지 배열의 특정 볼륨에 특정 액세스 권한을 가지도록 하려면 기본 클러스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해당 호스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호스트 생성 작업
중에 수동으로 수행하거나 각 호스트에 설치된 HCA(호스트 컨텍스트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개별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볼륨을 할당합니다.

외부 스토리지 환경이 모든 호스트 및 스토리지 배열에 연결된 모든 로그인 호스트 포트 식별자를 모든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기본 클러스터를 사용해야 합니다(모든 액세스 모드). 호스트를 스토리지 시스템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특별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해 기본 클러스터에만 볼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클러스터에 볼륨을 한 개 이상 할당한 후에는 이 개체(기본 클러스터라고 함)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며, 여기에서
이 엔터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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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검사란?

중복 검사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볼륨에 있는 데이터가 일관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중화
데이터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 중 하나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교체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재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만 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볼륨 중복 검사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RAID 3 볼륨, RAID 5 볼륨 또는 RAID 6 볼륨의 데이터 블록을 검색한 다음 각 블록의 중복 정보를 확인합니다.

(RAID 3은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볼륨 그룹에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 RAID 1 미러링 드라이브의 데이터 블록을 비교합니다.

• 데이터가 컨트롤러 펌웨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중복 오류를 반환합니다.

동일한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중복 검사를 즉시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동일한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다른 중복 검사를 실행하기 전에 1-2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보존 용량이란?

Preservation capacity는 잠재적 드라이브 장애를 지원하기 위해 풀에 예약된 용량(드라이브 수
)입니다.

풀이 생성되면 시스템은 풀의 드라이브 수에 따라 기본 보존 용량을 자동으로 예약합니다.

풀은 재구성 중에 보존 용량을 사용하지만 볼륨 그룹은 동일한 목적으로 핫 스페어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보존 용량
방법은 재구성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핫 스페어 드라이브에 비해 향상된 기능입니다. 보존 용량은 핫 스페어
드라이브의 경우 드라이브 하나가 아닌 풀의 여러 드라이브에 분산되므로 드라이브 한 개의 속도나 가용성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RAID 레벨은 무엇입니까?

볼륨 그룹의 성능을 최대화하려면 적절한 RAID 레벨을 선택해야 합니다.

볼륨 그룹에 액세스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읽기 및 쓰기 비율을 알면 적절한 RAID 레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능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비율을 얻습니다.

RAID 레벨 및 애플리케이션 성능

RAID는 수준이라는 일련의 구성을 사용하여 드라이브에서 사용자 및 중복 데이터를 기록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각 RAID 레벨은 서로 다른 성능 기능을 제공합니다. RAID 5 및 RAID 6 구성의 탁월한 읽기 성능 때문에
읽기 비율이 높은 응용 프로그램은 RAID 5 볼륨 또는 RAID 6 볼륨을 사용하여 잘 수행됩니다.

읽기 백분율(쓰기 집약적)이 낮은 응용 프로그램은 RAID 5 볼륨 또는 RAID 6 볼륨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능
저하는 컨트롤러가 RAID 5 볼륨 그룹 또는 RAID 6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에 데이터 및 중복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다음 정보를 기반으로 RAID 레벨을 선택합니다.

RAID 0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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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복, 스트라이핑 모드

• RAID 0은 볼륨 그룹의 모든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스트라이핑합니다.

• 데이터 보호 기능: *

• 고가용성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RAID 0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RAID 0은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 볼륨 그룹에서 단일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연결된 모든 볼륨이 실패하고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 드라이브 번호 요구 사항: *

• RAID 레벨 0에는 최소 하나의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 RAID 0 볼륨 그룹은 30개 이상의 드라이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 배열의 모든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볼륨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RAID 1 또는 RAID 10

• 설명: *

• 스트라이핑/미러 모드

• 작동 방식: *

• RAID 1은 디스크 미러링을 사용하여 두 개의 중복 디스크에 동시에 데이터를 씁니다.

• RAID 10은 드라이브 스트라이핑을 사용하여 미러링된 드라이브 쌍의 집합에 걸쳐 데이터를 스트라이핑합니다.

• 데이터 보호 기능: *

• RAID 1 및 RAID 10은 고성능과 최상의 데이터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 RAID 1 및 RAID 10은 드라이브 미러링을 사용하여 한 드라이브에서 다른 드라이브로 정확하게 복사합니다.

• 드라이브 쌍의 드라이브 중 하나에 장애가 발생하면 스토리지 어레이가 데이터 또는 서비스의 손실 없이 다른
드라이브로 즉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단일 드라이브 장애로 인해 관련 볼륨의 성능이 저하됩니다. 미러 드라이브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볼륨 그룹의 드라이브 쌍 장애로 인해 연결된 모든 볼륨이 장애가 발생하고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라이브 번호 요구 사항: *

• RAID 1에는 사용자 데이터용 드라이브 1개와 미러링된 데이터용 드라이브 1개 등 최소 2개의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 드라이브를 4개 이상 선택하면 사용자 데이터를 위한 드라이브 2개와 미러링된 데이터를 위한 드라이브 2개 등
RAID 10이 볼륨 그룹 전체에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 볼륨 그룹에 짝수의 드라이브가 있어야 합니다. 드라이브 수가 짝수이고 할당되지 않은 드라이브가 일부 있는 경우 *

Pools & Volume Groups * 로 이동하여 볼륨 그룹에 드라이브를 추가하고 작업을 재시도하십시오.

• RAID 1 및 RAID 10 볼륨 그룹은 30개 이상의 드라이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배열의 모든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볼륨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RAID 5

• 설명: *

• 높은 I/O 모드.

• 작동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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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데이터 및 중복 정보(패리티)는 드라이브에 스트라이핑됩니다.

• 하나의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용량이 중복 정보에 사용됩니다.

• 데이터 보호 기능 *

• RAID 5 볼륨 그룹에서 단일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연결된 모든 볼륨의 성능이 저하됩니다. 중복 정보를 통해
데이터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RAID 5 볼륨 그룹에서 두 개 이상의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연결된 모든 볼륨에 장애가 발생하고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 드라이브 번호 요구 사항: *

• 볼륨 그룹에 최소 3개의 드라이브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볼륨 그룹에서 최대 30개의 드라이브로 제한됩니다.

RAID 6

• 설명: *

• 높은 I/O 모드.

• 작동 방식: *

• 사용자 데이터 및 중복 정보(이중 패리티)는 드라이브에 스트라이핑됩니다.

• 두 드라이브의 동일한 용량이 중복 정보에 사용됩니다.

• 데이터 보호 기능: *

• RAID 6 볼륨 그룹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연결된 모든 볼륨의 성능이 저하되지만 중복
정보를 통해 데이터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RAID 6 볼륨 그룹에서 3개 이상의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연결된 모든 볼륨에 장애가 발생하고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 드라이브 번호 요구 사항: *

• 볼륨 그룹에 최소 5개의 드라이브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볼륨 그룹에서 최대 30개의 드라이브로 제한됩니다.

풀의 RAID 레벨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풀을 RAID 6으로 자동 구성합니다.

RAID 레벨 및 데이터 보호

RAID 1, RAID 5 및 RAID 6은 드라이브 미디어에 중복 데이터를 기록하여 내결함성을 제공합니다. 중복 데이터는
데이터 사본(미러링)이거나 데이터에서 파생된 오류 정정 코드일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중복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체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볼륨 그룹에서 단일 RAID 레벨을 구성합니다. 해당 볼륨 그룹의 모든 중복 데이터는 볼륨 그룹 내에 저장됩니다.

볼륨 그룹의 용량은 구성원 드라이브의 총 용량에서 중복 데이터를 위해 예약된 용량을 뺀 값입니다. 중복성에 필요한
용량은 사용된 RAID 레벨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드라이브가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dd Capacity 대화 상자에서 기존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용량을 추가하는 데 일부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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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습니다.

드라이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드라이브를 할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다른 풀, 다른 볼륨 그룹에 이미 속해 있거나 핫
스페어로 구성된 드라이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드라이브 할당이 취소되었지만 보안이 설정된 경우 해당
드라이브를 수동으로 지워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의 드라이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드라이브 용량이 너무 작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드라이브 미디어 유형은 풀 또는 볼륨 그룹 내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을 혼합할 수 없습니다.

◦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SSD)가 장착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 SAS 드라이브를 포함한 NVMe

◦ 512바이트 및 4KiB 볼륨 블록 크기의 드라이브

• 풀 또는 볼륨 그룹에 모든 보안 가능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보안 가능 드라이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에 모든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
FIPS 드라이브가 나열되지 않습니다.

• 풀 또는 볼륨 그룹에 모든 DA(Data Assurance) 가능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고 풀 또는 볼륨 그룹에 하나 이상의
DA 지원 볼륨이 있는 경우, DA를 사용할 수 없는 드라이브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풀 또는 볼륨 그룹에 DA 지원 볼륨이 없는 경우 DA를 사용할 수 없는 드라이브를 해당 풀 또는
볼륨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를 혼합하려는 경우 DA 지원 볼륨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새 드라이브를 추가하거나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삭제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존 용량을 늘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용 가능한 모든 용량에 볼륨을 생성한 경우 보존 용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Preservation capacity는 잠재적 드라이브 장애를 지원하기 위해 풀에 예약된 용량(드라이브 수)입니다. 풀이 생성되면
시스템은 풀의 드라이브 수에 따라 기본 보존 용량을 자동으로 예약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용량에 볼륨을 생성한 경우
드라이브를 추가하거나 볼륨을 삭제하여 풀에 용량을 추가하지 않으면 보존 용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풀 및 볼륨 그룹에서 보존 용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편집할 풀을 선택합니다.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한 다음 * 설정 *

탭을 선택합니다.

보존 용량은 풀의 드라이브에 실제 보존 용량이 분산되어 있더라도 여러 드라이브로 지정됩니다.

Data Assurance란 무엇입니까?

DA(Data Assurance)는 T10 PI(보호 정보) 표준을 구현하여 I/O 경로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향상합니다.

일반적으로 Data Assurance 기능을 사용하면 컨트롤러와 드라이브 사이의 입출력 경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 기능은 풀 및 볼륨 그룹 레벨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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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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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합니다. 잠재적으로 손상된 데이터는 디스크에 기록되거나 호스트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DA 기능을 사용하려면 새
볼륨을 생성할 때 DA를 지원하는 풀 또는 볼륨 그룹을 선택합니다(풀 및 볼륨 그룹 후보 테이블에서 * DA * 옆에 * Yes *

가 표시됨).

DA가 가능한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DA 지원 볼륨을 호스트에 할당해야 합니다. DA를 지원할 수 있는
I/O 인터페이스로는 파이버 채널, SAS, iSCSI over TCP/IP, NVMe/FC, NVMe/IB, InfiniBand를 통한 NVMe/RoCE

및 iSER(RDMA/IB용 iSCSI 확장) DA는 InfiniBand를 통한 SRP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FDE/FIPS 보안이란 무엇입니까?

FDE/FIPS 보안이란 읽기 중에 고유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동안
데이터를 보호하는 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안 가능 드라이브는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된 드라이브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합니다. 보안이 가능한 드라이브는 FDE(전체 디스크 암호화) 드라이브 또는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FIPS 드라이브는 인증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FIPS 지원이 필요한 볼륨의 경우 FIPS 드라이브만 사용합니다. 볼륨 그룹 또는 풀에서 FIPS 및 FDE

드라이브를 혼합하면 모든 드라이브가 FDE 드라이브로 처리됩니다. 또한 FDE 드라이브는 All-FIPS

볼륨 그룹 또는 풀에서 스페어로 추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 기능(드라이브 보안)이란 무엇입니까?

드라이브 보안은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제거할 때 보안이 설정된 드라이브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드라이브는 FDE(전체 디스크 암호화) 드라이브 또는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모든 SSD Cache 통계를 보고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SSD Cache에 대한 공칭 통계 및 세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공칭 통계는 상세 통계의 하위 집합입니다. 자세한 통계는 모든 SSD 통계를 .csv 파일로 내보낼 때만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검토 및 해석할 때는 통계의 조합을 통해 일부 해석이 파생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공칭 통계

SSD 캐시 통계를 보려면 * 관리 *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메뉴: Provisioning [Configure Pools & Volume Groups]를
선택합니다. 통계를 보려는 SSD Cache를 선택한 다음 menu:More [View Statistics](추가 [통계 보기])를 선택합니다.

공칭 통계는 SSD 캐시 통계 보기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EF600 또는 EF300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목록에는 상세 통계의 하위 집합인 공칭 통계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통계

세부 통계는 공칭 통계와 추가 통계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추가 통계는 공칭 통계와 함께 저장되지만, 공칭 통계와 달리
SSD 캐시 통계 보기 대화 상자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통계를 .csv 파일로 내보낸 후에만 자세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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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통계는 공칭 통계 다음에 나열됩니다.

선반 손실 방지 및 서랍 손실 방지란 무엇입니까?

쉘프 손실 보호 및 드로어 손실 보호는 단일 쉘프 또는 드로어에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
액세스를 유지할 수 있는 풀 및 볼륨 그룹의 속성입니다.

선반 손실 방지

쉘프는 드라이브 또는 드라이브와 컨트롤러를 포함합니다. 쉘프 손실 방지: 단일 드라이브 쉘프로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볼륨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 드라이브 쉘프에
대한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두 I/O 모듈(IOM)이 모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드라이브가 이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쉘프 손실 보호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드라이브 쉘프와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다른 드라이브에 액세스하지 못하면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쉘프 손실 방지 기준은 다음 표에 설명된 보호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레벨 쉘프 손실 방지 기준 필요한 최소 쉘프 수입니다

수영장 풀은 5개 이상의 쉘프의 드라이브를
포함해야 하며 각 쉘프에 동일한 수의
드라이브가 있어야 합니다. 셸프 손실
보호는 고용량 셸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고용량 셸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문서함 손실 보호
를 참조하십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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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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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AID 1 RAID 1 쌍의 각 드라이브는 별도의
쉘프에 있어야 합니다.

2

RAID 0 선반 손실 보호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없음

서랍 손실 방지

드라이브 액세스를 위해 서랍식 용지함은 셸프의 구획 중 하나입니다. 고용량 쉘프에만 서랍이 있습니다. 드로어 손실
보호는 단일 드로어와의 통신이 완전히 손실되는 경우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볼륨에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통신 손실의 예로는 드로어에 대한 전원 손실 또는 드로어 내 내부 구성 요소의 고장이 있습니다.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드라이브에 장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드로어 손실 보호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드로어(풀 또는 볼륨 그룹의 다른 드라이브)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되면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드로어 손실 방지 기준은 다음 표에 설명된 보호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893



레벨 서랍 손실 방지 기준 필요한 최소 드로어 수입니다

수영장 풀 후보는 모든 드로어의 드라이브를
포함해야 하며 각 드로어에 동일한
수의 드라이브가 있어야 합니다.

풀에는 5개 이상의 서랍에서 나온
드라이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드로어에 동일한 수의 드라이브가
있어야 합니다. 60-드라이브 쉘프는
15, 20, 25, 30, 35, 40, 45, 50, 55

또는 60개 드라이브. 초기 생성 후
풀에 5의 배수로 증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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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AID 3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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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 및 서랍 손실 방지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풀 또는 볼륨 그룹의 쉘프 및 드로어 손실 보호를 유지하려면 다음 표에 나와 있는 기준을
사용하십시오.

레벨 선반/서랍 손실 방지 기준 필요한 최소 쉘프/서랍 수

수영장 쉘프의 경우 풀에는 단일 쉘프에 2개
이상의 드라이브가 없어야 합니다.

드로어의 경우 풀에는 각 드로어의
드라이브 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6 서랍용 쉘프 5의 경우

RAID 6 볼륨 그룹은 단일 쉘프 또는 서랍에
2개 이상의 드라이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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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AID 1 미러링된 쌍의 각 드라이브는 별도의
쉘프 또는 드로어에 위치해야 합니다.

2

RAID 0 선반/서랍 손실 방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없음

풀 또는 볼륨 그룹에서 드라이브가 이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쉘프/드로어 손실 보호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드라이브 쉘프 또는 드로어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풀 또는 볼륨
그룹의 다른 드라이브가 데이터 손실을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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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의 최적화 용량은 얼마입니까?

SSD 드라이브는 용량의 일부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수명이 더 길고 쓰기 성능이 극대화됩니다.

풀과 연결된 드라이브의 경우 할당되지 않은 용량은 풀의 보존 용량, 사용 가능한 용량(볼륨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량) 및
추가 최적화 용량으로 남겨 둔 사용 가능한 용량의 일부로 구성됩니다. 추가 최적화 용량은 사용 가능한 용량을 줄여
최적화 용량을 최소화하므로 볼륨 생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풀을 생성할 때 성능, 드라이브 마모 수명 및 가용 용량의 균형을 제공하는 권장 최적화 용량이 생성됩니다. Pool

Settings(풀 설정) 대화 상자에 있는 Additional Optimization Capacity(추가 최적화 용량)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풀의
최적화 용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조정하면 사용 가능한 용량을 희생하여 더 나은 성능과 드라이브 마모
수명을 얻을 수 있고, 성능과 드라이브 마모 수명을 희생하여 사용 가능한 추가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최적화 용량 슬라이더는 EF600 및 EF300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 그룹의 최적화 용량은 무엇입니까?

SSD 드라이브는 용량의 일부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수명이 더 길고 쓰기 성능이 극대화됩니다.

볼륨 그룹과 연결된 드라이브의 경우 할당되지 않은 용량은 볼륨 그룹의 사용 가능한 용량(볼륨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량
)과 최적화 용량으로 남겨 둔 사용 가능한 용량의 일부로 구성됩니다. 추가 최적화 용량은 사용 가능한 용량을 줄여
최적화 용량을 최소화하므로 볼륨 생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볼륨 그룹이 생성되면 성능, 드라이브 마모 수명 및 가용 용량의 균형을 제공하는 권장 최적화 용량이 생성됩니다. 볼륨
그룹 설정 대화 상자의 추가 최적화 용량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볼륨 그룹의 최적화 용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조정하면 사용 가능한 용량을 희생하여 더 나은 성능과 드라이브 마모 수명을 얻을 수 있고, 성능과 드라이브
마모 수명을 희생하여 사용 가능한 추가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최적화 용량 슬라이더는 EF600 및 EF300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 기능은 무엇입니까?

리소스 프로비저닝은 EF300 및 EF600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백그라운드
초기화 프로세스 없이 볼륨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은 SSD 볼륨 그룹 또는 풀의 일반 볼륨으로, 볼륨이 생성될 때 드라이브 용량이 할당되지만
드라이브 블록이 할당 해제(매핑 해제)됩니다. 이에 비해 기존의 일반 볼륨에서는 Data Assurance 보호 정보 필드를
초기화하고 각 RAID 스트라이프에서 데이터 및 RAID 패리티를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 백그라운드 볼륨 초기화 작업
중에 모든 드라이브 블록이 매핑되거나 할당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에서는 시간 제한이 없는 백그라운드
초기화가 없습니다. 대신 각 RAID 스트라이프는 스트라이프의 볼륨 블록에 처음으로 쓸 때 초기화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은 SSD 볼륨 그룹 및 풀에서만 지원되며, 그룹 또는 풀의 모든 드라이브에서 DULBE(Logical

Block Error Enable) 오류 복구 기능을 지원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이 생성되면 볼륨에 할당된 모든 드라이브
블록의 할당 해제(매핑 해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호스트는 NVMe Dataset Management 명령을 사용하여 볼륨에서
논리적 블록을 할당 해제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할당 해제하면 SSD 마모 수명을 개선하고 최대 쓰기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선 정도는 드라이브 모델 및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 기능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리소스 프로비저닝은 EF300 및 EF600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백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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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프로세스 없이 볼륨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리소스 프로비저닝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보기에서는 구성 요소가 리소스 프로비저닝
가능 상태로 보고될 수 있지만 나중에 업데이트할 때 다시 활성화될 때까지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을
생성하는 기능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리소스가 프로비저닝된 볼륨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은 SSD 볼륨 그룹 또는 풀의 일반 볼륨으로, 볼륨이 생성될 때 드라이브 용량이 할당되지만
드라이브 블록이 할당 해제(매핑 해제)됩니다. 이에 비해 기존의 일반 볼륨에서는 Data Assurance 보호 정보 필드를
초기화하고 각 RAID 스트라이프에서 데이터 및 RAID 패리티를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 백그라운드 볼륨 초기화 작업
중에 모든 드라이브 블록이 매핑되거나 할당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에서는 시간 제한이 없는 백그라운드
초기화가 없습니다. 대신 각 RAID 스트라이프는 스트라이프의 볼륨 블록에 처음으로 쓸 때 초기화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은 SSD 볼륨 그룹 및 풀에서만 지원되며, 그룹 또는 풀의 모든 드라이브에서 DULBE(Logical

Block Error Enable) 오류 복구 기능을 지원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된 볼륨이 생성되면 볼륨에 할당된 모든 드라이브
블록의 할당 해제(매핑 해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호스트는 NVMe Dataset Management 명령을 사용하여 볼륨에서
논리적 블록을 할당 해제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할당 해제하면 SSD 마모 수명을 개선하고 최대 쓰기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선 정도는 드라이브 모델 및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기능 활성화 및 비활성화

드라이브가 DULBE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는 리소스 프로비저닝이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풀 및 볼륨 그룹에서 기본
설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해제하는 작업은 기존 볼륨에 대해 영구적으로 수행되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볼륨 그룹 및 풀에 대해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다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생성한 모든 볼륨에 대해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설정 [시스템] 메뉴에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다시 설정하면 새로 생성한 볼륨 그룹 및 풀만 영향을 받습니다. 기존 볼륨 그룹 및 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설정 [시스템] 메뉴에서 자원 프로비저닝을 다시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보안 키와 외부 보안 키 관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드라이브 보안 기능을 구현할 때 스토리지 배열에서 보안 지원 드라이브를 제거할 때 내부 보안
키 또는 외부 보안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잠글 수 있습니다.

보안 키는 문자열을 말합니다. 이 문자열은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보안이 설정된 드라이브와 컨트롤러 간에 공유됩니다.

내부 키는 컨트롤러의 영구 메모리에 유지됩니다. 외부 키는 KMIP(Key Management Interoperability Protocol)를
사용하여 별도의 키 관리 서버에 유지됩니다.

보안 키를 생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보안 키는 스토리지 시스템 내의 컨트롤러 및 보안 지원 드라이브에서 공유됩니다. 스토리지
배열에서 보안 지원 드라이브를 제거하면 보안 키가 무단 액세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보안 키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컨트롤러의 영구 메모리에서 내부 키 관리.

• 외부 키 관리 서버의 외부 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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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키 관리

내부 키는 컨트롤러의 영구 메모리에서 액세스할 수 없는 위치에 유지 및 "숨김"됩니다. 내부 보안 키를 생성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스토리지 배열에 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이러한 드라이브는 FDE(전체 디스크 암호화) 드라이브 또는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2. 드라이브 보안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스토리지 공급업체에 드라이브 보안 기능
활성화에 대한 지침을 문의하십시오.

그런 다음 식별자 및 암호 구문을 정의하는 내부 보안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별자는 보안 키와 연결된 문자열이며,

컨트롤러와 키에 연결된 모든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암호 구문은 백업을 위해 보안 키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업을 마치면 보안 키가 컨트롤러에 액세스할 수 없는 위치에 저장됩니다. 그런 다음 보안이 설정된 볼륨 그룹 또는
풀을 생성하거나 기존 볼륨 그룹 및 풀에 대한 보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키 관리

외부 키는 KMIP(Key Management Interoperability Protocol)를 사용하여 별도의 키 관리 서버에 유지됩니다. 외부
보안 키를 만들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스토리지 배열에 보안 가능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이러한 드라이브는 FDE(전체 디스크 암호화) 드라이브 또는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드라이브일 수 있습니다.

2. 드라이브 보안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스토리지 공급업체에 드라이브 보안 기능
활성화에 대한 지침을 문의하십시오

3. 서명된 클라이언트 인증서 파일을 가져옵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스토리지 어레이 컨트롤러의 유효성을
검사하므로 키 관리 서버가 KMIP 요청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a. 먼저 CSR(Client Certificate Signing Request)을 완료하고 다운로드합니다. 설정 [인증서 > 키 관리 > CSR

완료] 메뉴로 이동합니다.

b. 그런 다음 키 관리 서버에서 신뢰할 수 있는 CA로부터 서명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요청합니다. (다운로드한
CSR 파일을 사용하여 키 관리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생성하고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c. 클라이언트 인증서 파일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을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할 호스트에 복사합니다.

4. 키 관리 서버에서 인증서 파일을 가져온 다음 System Manager에 액세스하는 호스트에 해당 파일을 복사합니다. 키
관리 서버 인증서는 키 관리 서버의 유효성을 검사하므로 스토리지 배열이 해당 IP 주소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키
관리 서버에 루트, 중간 또는 서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외부 키를 생성하여 키 관리 서버의 IP 주소와 KMIP 통신에 사용되는 포트 번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중에 인증서 파일도 로드합니다. 작업을 마치면 입력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시스템이 키 관리 서버에
연결됩니다. 그런 다음 보안이 설정된 볼륨 그룹 또는 풀을 생성하거나 기존 볼륨 그룹 및 풀에 대한 보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문을 정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암호 구문은 로컬 관리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보안 키 파일을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호 구문이 없으면 보안 키를 해독할 수 없으며 다른 스토리지 배열에 다시 설치한 경우 보안
활성 드라이브에서 데이터의 잠금을 해제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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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커넥터

SANtricity ® Cloud Connector 개요

SANtricity Cloud Connector는 호스트 기반 Linux 애플리케이션으로, E-Series 볼륨을 S3 불만
계정(예: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및 NetApp StorageGRID) 및 NetApp AltaVault

어플라이언스로 전체 블록 기반 및 파일 기반 백업 및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dHat 및 SUSE Linux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는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는 패키지 솔루션(.bin 파일)입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설치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여 E-Series 볼륨의 백업 및 복원 작업을 AltaVault

어플라이언스 또는 기존 Amazon S3 또는 StorageGRID 계정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통해 수행되는 모든 작업은 REST 기반 API를 사용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도구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고려 사항

이러한 절차를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이 절차에서 설명하는 구성 및 백업/복원 작업은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전에
적용됩니다.

•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의 REST API 워크플로우는 이 절차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숙련된
개발자의 경우 API 설명서에서 각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작업에 대해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

설명서는 브라우저를 통해 ''http://<hostname.domain>:<port>/docs`’으로 이동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백업 유형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는 이미지 기반 백업과 파일 기반 백업의 두 가지 백업 유형을 제공합니다.

• * 이미지 기반 백업 *

이미지 기반 백업은 스냅샷 볼륨에서 원시 데이터 블록을 읽고 이를 이미지라고 하는 파일에 백업합니다. 스냅샷
볼륨의 모든 데이터 블록은 빈 블록, 삭제된 파일이 차지하는 블록, 파티셔닝과 관련된 블록,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백업됩니다. 이미지 백업에서는 파티션 구성이나 파일 시스템에 관계없이 스냅샷 볼륨에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백업 타겟에 단일 파일로 저장되지 않고 대신 64MB 크기의 일련의 데이터 청크로 분할됩니다. 데이터
청크를 통해 SANtricity Cloud Connector는 백업 타겟에 대한 여러 연결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백업 프로세스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StorageGRID 및 Amazon Web Services(S3)로 백업하는 경우 각 데이터 청크는 별도의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청크를 암호화합니다. 키는 사용자가 제공한 암호와 사용자 데이터의 SHA256 해시의 조합으로 구성된 SHA256

해시입니다. AltaVault로 백업할 경우 AltaVault가 이 작업을 수행하므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는 데이터
청크를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 * 파일 기반 백업 *

파일 기반 백업은 파일 시스템 파티션에 포함된 파일을 읽고 64MB 크기의 일련의 데이터 청크로 백업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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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백업은 삭제된 파일 또는 파티션 분할과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기반 백업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청크를 통해 SANtricity Cloud Connector는 백업 타겟에 대한 여러 연결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백업 프로세스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StorageGRID 및 Amazon Web Services에 백업하는 경우 각 데이터 청크는 별도의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청크를
암호화합니다. 키는 사용자 제공 암호문과 사용자 데이터의 SHA256 해시의 조합으로 구성된 SHA256 해시입니다.

AltaVault로 백업하는 경우 AltaVault가 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의해 데이터
청크가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Cloud Connector의 시스템 요구 사항

시스템은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호환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스트 하드웨어 요구 사항

하드웨어는 다음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5GB의 메모리, 구성된 최대 힙 크기에 대해 4GB

• 소프트웨어 설치 시 최소 5GB의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사용하려면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를 설치해야 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를 로컬로
설치하거나 다른 서버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웹 서비스 프록시 항목".

지원되는 브라우저

다음 브라우저는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원됩니다(최소 버전 표시).

• Firefox v31

• Google Chrome v47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v11

• Microsoft Edge, EdgeHTML 12

• Safari v9

Microsoft Internet Explorer v11 브라우저 내에서 호환성 보기 설정을 사용할 때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API 문서가 로드되지 않습니다. Microsoft Internet Explorer v11

브라우저에서 API 문서가 제대로 표시되도록 하려면 호환성 보기 설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환되는 스토리지 어레이 및 컨트롤러 펌웨어입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전에 스토리지 어레이와 펌웨어의 호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호환 가능한 모든 스토리지 어레이 및 펌웨어의 전체 최신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
"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호환되는 운영 체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4.0 응용 프로그램은 다음 운영 체제와 호환되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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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버전 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RHEL) 7.x 64비트

SUSE Linux Enterprise

Server(SLES)

12.x 64비트

지원되는 파일 시스템

SANtricity Cloud Connector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백업 및 복구를 수행하려면 지원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에서 백업 및 복구 작업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t2

• ext3

• ext4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설치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패키지 솔루션(.bin 파일)은 RedHat 및 SUSE Linux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Linux 운영 체제에서 그래픽 모드 또는 콘솔 모드를 통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프로세스 중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대한 비 SSL 및 SSL 포트 번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가 설치되면 데몬 프로세스로 실행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도구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참고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가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와 동일한 서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 SSL 포트
번호와 SSL 포트 번호 충돌 간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 중에 SSL이 아닌
포트와 SSL 포트에 적절한 번호를 선택합니다.

• 호스트에서 하드웨어 변경이 수행되는 경우 암호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합니다.

•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3.1을 통해 생성된 백업은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4.0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백업을 유지 관리하려면 이전 버전의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SANtricity Cloud Connector의 3.1 및 4.0 릴리즈를 성공적으로 설치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의 각 버전에 대해 고유한 포트 번호를 할당해야 합니다.

장치 매퍼 다중 경로(DM-MP) 설치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실행하는 모든 호스트는 Linux 장치 매퍼 다중 경로(DM-MP)를 실행하고 다중 경로 도구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검색 프로세스는 백업 또는 복원할 볼륨 및 파일을 검색하고 인식하기 위해 다중 경로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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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를 사용합니다. 장치 매퍼를 설정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사용 중인 SANtricity 릴리스에
대한 _SANtricity 저장소 관리자 다중 경로 드라이버 안내서_를 참조하십시오 "E-Series 및 SANtricity 문서 리소스".

Cloud Connector를 설치합니다

Linux 운영 체제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그래픽 모드 또는 콘솔 모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모드

그래픽 모드를 사용하여 Linux 운영 체제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를 위한 호스트 위치를 지정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 파일을 원하는 호스트 위치로 다운로드합니다.

2. 터미널 창을 엽니다.

3.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 파일이 포함된 디렉토리 파일로 이동합니다.

4.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cloudconnector-xxxx.bin –i gui

이 명령에서 xxxx는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번호를 지정합니다.

설치 프로그램 창이 표시됩니다.

5. Introduction 문을 검토한 후 * Next * 를 클릭합니다.

NetApp, Inc.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은 설치 프로그램 창에 표시됩니다.

6. 사용권 계약 조건에 동의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이전 릴리스의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페이지에서 생성된 백업이 표시됩니다.

7. 이전 릴리스의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메시지로 생성된 백업을 확인하려면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이전 버전을 유지하면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버전 4.0을 설치하려면 각 응용 프로그램
버전에 대해 고유한 포트 번호를 할당해야 합니다.

설치 선택 페이지가 설치 프로그램 창에 표시됩니다. 설치할 위치 필드에는 기본 설치 폴더
'opt/netapp/sSANtricity_cloud_connector4/'가 표시됩니다

8.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본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 기본 위치를 변경하려면 새 폴더 위치를 입력합니다. 비 SSL Jetty 포트 번호 입력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기본값이 8080인 경우 비 SSL 포트에 할당됩니다.

9.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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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SSL 포트 번호를 적용하려면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 기본 SSL 포트 번호를 변경하려면 원하는 새 포트 번호 값을 입력합니다.

10.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본 비 SSL 포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 기본 비 SSL 포트 번호를 변경하려면 원하는 새 포트 번호 값을 입력합니다. 사전 설치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1. 표시된 설치 전 요약을 검토하고 * 설치 * 를 클릭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가 시작되고 Webserver 데몬 설정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12. OK * 를 클릭하여 Webserver Daemon Setup 프롬프트를 확인합니다.

Installation Complete(설치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3. Done * 을 클릭하여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콘솔 모드

콘솔 모드를 사용하여 Linux 운영 체제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를 위한 호스트 위치를 지정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 파일을 원하는 IO 호스트 위치로 다운로드합니다.

2. 터미널 창을 엽니다.

3.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 파일이 포함된 디렉토리 파일로 이동합니다.

4.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cloudconnector-xxxx.bin –i console

이 명령에서 xxxx는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번호를 나타냅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 프로세스가 초기화됩니다.

5. 설치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면 * Enter * 를 누르십시오.

NetApp, Inc.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은 설치 프로그램 창에 표시됩니다.

설치 프로세스를 취소하려면 설치 프로그램 창 아래에 quit를 입력합니다.

6.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의 각 부분을 진행하려면 * Enter * 를 누르십시오.

사용권 계약 수락 진술은 설치 프로그램 창 아래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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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조건에 동의하고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를 계속하려면 설치 프로그램 창에서
'Y’를 입력하고 * Enter * 를 누르십시오.

이전 릴리스의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페이지에서 생성된 백업이 표시됩니다.

최종 사용자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N"을 입력하고 * Enter * 를 눌러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설치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8. 이전 릴리스의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메시지로 생성된 백업을 확인하려면 * Enter * 를 누르십시오.

이전 버전을 유지하면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버전 4.0을 설치하려면 각 응용 프로그램
버전에 대해 고유한 포트 번호를 할당해야 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대한 다음 기본 설치 폴더가 있는 설치 폴더 선택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pt/netapp/sSANtricity_cloud_connector4/".

9.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본 설치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 Enter * 를 누릅니다.

◦ 기본 설치 위치를 변경하려면 새 폴더 위치를 입력합니다. 비 SSL Jetty 포트 번호 입력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기본값이 8080인 경우 비 SSL 포트에 할당됩니다.

10.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본 SSL 포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 다음 * 을 누릅니다.

◦ 기본 SSL 포트 번호를 변경하려면 원하는 새 포트 번호 값을 입력합니다.

11.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본 비 SSL 포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 Enter * 를 누릅니다.

◦ 기본 비 SSL 포트 번호를 변경하려면 새 포트 번호 값을 입력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사전 설치
요약이 표시됩니다.

12. 표시된 사전 설치 요약을 검토하고 * Enter * 를 누릅니다.

13. Enter * 를 눌러 Webserver Daemon Setup 프롬프트를 확인합니다.

Installation Complete(설치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4.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치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 Enter * 를 누릅니다.

서버 인증서와 CA 인증서를 키 저장소에 추가합니다

브라우저에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호스트로의 보안 https 연결을 사용하려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호스트에서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수락하거나 브라우저와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식되는
인증서와 신뢰 체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이 호스트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stemctl' 명령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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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설치 위치에서 작업 디렉토리에 액세스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기본 설치 위치는
'/opt/netapp/SANtricity_cloud_connector4’입니다.

3. 'keytool' 명령을 사용하여 서버 인증서 및 인증서 서명 요청(CSR)을 생성합니다.

◦ 예 *

keytool -genkey -dname "CN=host.example.com, OU=Engineering, O=Company,

L=<CITY>, S=<STATE>, C=<COUNTRY>" -alias cloudconnect -keyalg "RSA"

-sigalg SHA256withRSA -keysize 2048 -validity 365 -keystore

keystore_cloudconnect.jks -storepass changeit

keytool -certreq -alias cloudconnect -keystore keystore_cloudconnect.jks

-storepass changeit -file cloudconnect.csr

4. 생성된 CSR을 선택한 CA(인증 기관)에 보냅니다.

인증 기관이 인증서 요청에 서명하고 서명된 인증서를 반환합니다. 또한 CA 자체로부터 인증서를 받습니다. 이 CA

인증서를 키 저장소로 가져와야 합니다.

5. 인증서와 CA 인증서 체인을 "/<설치 경로>/작업/키 저장소" 응용 프로그램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 예 *

keytool -import -alias ca-root -file root-ca.cer -keystore

keystore_cloudconnect.jks -storepass <password> -noprompt

keytool -import -alias ca-issuing-1 -file issuing-ca-1.cer -keystore

keystore_cloudconnect.jks -storepass <password> -noprompt

keytool -import -trustcacerts -alias cloudconnect -file certnew.cer

-keystore keystore_cloudconnect.jks -storepass <password>

6.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StorageGRID 인증서를 키 저장소에 추가합니다

StorageGRID를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의 대상 유형으로 구성하는 경우 먼저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키 저장소에 StorageGRID 인증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서명된 StorageGRID 인증서가 있습니다.

• 호스트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계

1. 'stemctl' 명령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2. 기본 설치 위치에서 작업 디렉토리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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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기본 설치 위치는
'/opt/netapp/SANtricity_cloud_connector4’입니다.

3. StorageGRID 인증서를 "/<설치 경로>/작업/키 저장소" 응용 프로그램 키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 예 *

opt/netapp/santricity_cloud_connector4/jre/bin/keytool -import

-trustcacerts -storepass changeit -noprompt -alias StorageGrid_SSL -file

/home/ictlabsg01.cer -keystore

/opt/netapp/santricity_cloud_connector/jre/lib/security/cacerts

4.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처음으로 구성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구성 마법사를 통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처음 로그인하면 구성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처음으로 로그인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처음으로 초기화하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려면 기본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에 연결된 브라우저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엽니다.

2. 구성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서버에 연결합니다(예: 'http://localhost:8080/`).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의 초기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Administrator Password(관리자 암호) 필드에 기본 암호 "password(암호)"를 입력합니다.

4. 로그인 * 을 클릭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구성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구성 마법사 사용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처음 로그인하면 구성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구성 마법사를 통해 관리자 암호, 웹 서비스 프록시 로그인 관리 자격 증명, 원하는 백업 대상 유형 및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암호화 암호 구문을 설정합니다.

1단계: 관리자 암호를 설정합니다

관리자 암호 설정 페이지를 통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대한 후속 로그인에 사용되는 암호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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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암호 설정 페이지를 통해 암호를 설정하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의 초기 로그인 중에
사용되는 기본 암호가 효과적으로 대체됩니다.

단계

1. 관리자 암호 설정 페이지의 * 새 관리자 암호 입력 * 필드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대해 원하는 로그인
암호를 입력합니다.

2. 새 관리자 암호 * 필드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필드에 첫 번째 필드의 암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3. 다음 * 을 클릭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암호 설정이 수락되고 암호 설정 페이지가 구성 마법사 아래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정의 관리자 암호는 구성 마법사를 완료할 때까지 설정되지 않습니다.

2단계: 암호문 설정

암호화 암호 입력 페이지에서 8자에서 32자 사이의 영숫자 암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암호화 키의 일부로 사용자 지정 암호가 필요합니다.

단계

1. 암호 정의 * 필드에 원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2. 암호 구문 * 필드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필드에 첫 번째 필드의 암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3. 다음 * 을 클릭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입력한 암호문이 수락되고 구성 마법사의 대상 유형 선택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단계: 대상 유형을 선택합니다

백업 및 복원 기능은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통해 Amazon S3, AltaVault 및 StorageGRID 타겟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원하는 스토리지 타겟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AltaVault 마운트 지점, Amazon AWS 계정 또는 StorageGRID 계정 중 하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mazon AWS

◦ AltaVault

◦ StorageGRID

선택한 옵션의 대상 유형 페이지가 구성 마법사에 표시됩니다.

2. AltaVault, Amazon AWS 또는 StorageGRID에 대한 적절한 구성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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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aVault 어플라이언스를 구성합니다

대상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AltaVault 어플라이언스 옵션을 선택하면 AltaVault 대상 유형의 구성 옵션이 표시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 AltaVault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NFS 마운트 경로가 있습니다.

• AltaVault 어플라이언스를 대상 유형으로 지정했습니다.

단계

1. NFS 마운트 경로 * 필드에 AltaVault 타겟 유형의 마운트 지점을 입력합니다.

NFS 마운트 경로 * 필드의 값은 Linux 경로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2. 선택한 타겟 유형에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을 만들려면 이 대상에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저장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연결을 테스트할 때 지정된 대상 유형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성이 감지되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호스트의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성 정보를 구성 마법사 아래에 입력된 새 백업 정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지정된 AltaVault 설정에 대한 연결을 테스트하려면 * 연결 테스트 * 를 클릭합니다.

4. 다음 * 을 클릭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대해 지정된 대상 유형이 허용되고 웹 서비스 프록시 페이지가 구성 마법사에
표시됩니다.

5. "4단계: 웹 서비스 프록시에 연결"을 진행합니다.

Amazon AWS 계정을 구성합니다

대상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Amazon AWS 옵션을 선택하면 Amazon AWS 타겟 유형에 대한 구성 옵션이 표시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 Amazon AWS 계정이 설정되었습니다.

• Amazon AWS를 타겟 유형으로 지정했습니다.

단계

1. 액세스 키 ID * 필드에 Amazon AWS 타겟의 액세스 ID를 입력합니다.

2. 비밀 액세스 키 * 필드에 대상의 비밀 액세스 키를 입력합니다.

3. [버킷 이름] * 필드에 대상의 버킷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선택한 타겟 유형에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을 생성하려면 * 이 대상에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저장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잃어버린 경우 백업 대상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도록 이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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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테스트할 때 지정된 대상 유형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성이 감지되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호스트의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성 정보를 구성 마법사 아래에 입력된 새 백업 정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Test Connection * 을 클릭하여 입력된 Amazon AWS 자격 증명을 확인합니다.

6. 다음 * 을 클릭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대해 지정된 대상 유형이 허용되고 웹 서비스 프록시 페이지가 구성 마법사 아래에
표시됩니다.

7. "4단계: 웹 서비스 프록시에 연결"을 진행합니다.

StorageGRID 계정을 구성합니다

대상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StorageGRID 옵션을 선택하면 StorageGRID 대상 유형에 대한 구성 옵션이 표시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 StorageGRID 계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키 저장소에 서명된 StorageGRID 인증서가 있습니다.

• 대상 유형으로 StorageGRID를 지정했습니다.

단계

1. URL * 필드에 Amazon S3 클라우드 서비스의 URL을 입력합니다

2. 액세스 키 ID * 필드에 S3 대상의 액세스 ID를 입력합니다.

3. 비밀 액세스 키 * 필드에 S3 대상의 비밀 액세스 키를 입력합니다.

4. Bucket Name * 필드에 S3 타겟의 버킷 이름을 입력합니다.

5. 경로 스타일 액세스를 사용하려면 * 경로 스타일 액세스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상 호스트 스타일 액세스가 사용됩니다.

6. 선택한 타겟 유형에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을 생성하려면 * 이 대상에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저장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잃어버린 경우 백업 대상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도록 이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결을 테스트할 때 지정된 대상 유형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성이 감지되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호스트의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성 정보를 구성 마법사에 입력한 새 백업 정보로 바꿀 수
있습니다.

7. Test Connection * 을 클릭하여 입력한 S3 자격 증명을 확인합니다.

일부 S3 호환 계정에는 보안 HTTP 연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torageGRID 인증서를 키
저장소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StorageGRID 인증서를 키
저장소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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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 을 클릭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대해 지정된 대상 유형이 허용되고 웹 서비스 프록시 페이지가 구성 마법사 아래에
표시됩니다.

9. "4단계: 웹 서비스 프록시에 연결"을 진행합니다.

4단계: 웹 서비스 프록시에 연결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와 함께 사용되는 웹 서비스 프록시의 로그인 및 연결 정보는 웹 서비스 프록시 URL 및 자격
증명 입력 페이지를 통해 입력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에 대한 연결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URL* 필드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사용되는 웹 서비스 프록시의 URL을 입력합니다.

2. 사용자 이름 * 필드에 웹 서비스 프록시 연결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암호 * 필드에 웹 서비스 프록시 연결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4. 입력한 웹 서비스 프록시 자격 증명에 대한 연결을 확인하려면 * 연결 테스트 * 를 클릭합니다.

5. 테스트 연결을 통해 입력한 웹 서비스 프록시 자격 증명을 확인한 후

6. 다음 * 을 클릭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대한 웹 서비스 프록시 자격 증명이 수락되고 스토리지 배열 선택 페이지가 구성
마법사에 표시됩니다.

5단계: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합니다

구성 마법사를 통해 입력한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 자격 증명을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 배열 목록이
스토리지 배열 선택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가 백업 및 복원 작업에 사용하는
스토리지 어레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 응용 프로그램에 스토리지 배열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없는 스토리지 스토리지는 로그 파일에서 API

예외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연결할 수 없는 스토리지에서 볼륨 목록을 가져올 때마다 SANtricity

Cloud Connector 애플리케이션의 의도된 동작입니다. 로그 파일에서 이러한 API 예외를 방지하려면
스토리지 배열에서 직접 루트 문제를 해결하거나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 응용 프로그램에서
영향을 받는 스토리지 배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백업 및 복원 작업을 위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에 할당할 스토리지 어레이 옆의 각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스토리지 배열이 수락되고 호스트 선택 페이지가 구성 마법사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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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배열 선택 페이지에서 선택한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유효한 암호를 구성해야 합니다.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 API 설명서를 통해 스토리지 배열 암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6단계: 호스트를 선택합니다

구성 마법사를 통해 선택한 웹 서비스 프록시 호스팅 스토리지 어레이를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 호스트를 선택하여
호스트 선택 페이지를 통해 백업 및 복구 대상 볼륨을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ANtricity 웹 서비스 프록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나열된 스토리지 배열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호스트를 선택합니다.

2. 호스트 선택 페이지에 나열된 추가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1단계를 반복합니다.

3. 다음 * 을 클릭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대해 선택한 호스트가 수락되고 검토 페이지가 구성 마법사에 표시됩니다.

7단계: 초기 구성을 검토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구성 마법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검토를 위해 입력된 결과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검증된 구성 데이터의 결과를 검토합니다.

• 모든 구성 데이터의 유효성을 성공적으로 확인 및 설정한 경우 * Finish * 를 클릭하여 구성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 구성 데이터의 섹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Back * 을 클릭하여 구성 마법사의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제출된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로그인합니다

지원되는 브라우저에서 구성된 서버를 통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지원되는 브라우저에서 구성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서버에 연결합니다(예: "http://localhost:8080/`).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의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구성된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3. 로그인 * 을 클릭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의 랜딩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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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의 왼쪽 탐색 패널에서 백업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백업 옵션은 새 이미지 기반 또는 파일 기반 백업 작업을 생성할 수 있는 백업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SANtricity Cloud Connector 애플리케이션의 * 백업 * 페이지를 사용하여 E-Series 볼륨의 백업을 생성 및 처리합니다.

이미지 기반 백업이나 파일 기반 백업을 만든 다음 이러한 작업을 즉시 또는 나중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수행된 전체 백업을 기준으로 전체 백업 또는 증분 백업을 수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행된 마지막 전체 백업을 기준으로 최대 6개의 증분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에 나열된 백업 및 복원 작업에 대한 모든 타임스탬프는 현지
시간을 사용합니다.

새 이미지 기반 백업을 생성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의 백업 페이지에 있는 생성 기능을 통해 새 이미지 기반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웹 서비스 프록시에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등록된 스토리지 배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백업 페이지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백업 생성 창이 표시됩니다.

2. 이미지 기반 백업 생성 * 을 선택합니다.

3.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E-Series 볼륨 목록이 백업 생성 창에 표시됩니다.

4. 원하는 E-Series 볼륨을 선택하고 * Next * 를 클릭합니다.

백업 생성 확인 창의 * 백업 이름 지정 및 설명 *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자동 생성된 백업 이름을 수정하려면 * Job Name * 필드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6. 필요한 경우 * Job Description * 필드에 백업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백업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작업 설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7.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이미지 기반 백업의 요약이 Create Backup 창의 * Review backup information *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8. 선택한 백업을 검토하고 * Finish * 를 클릭합니다.

Create Backup 창의 확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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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예 * — 선택한 백업에 대한 전체 백업을 시작합니다.

◦ * 아니요 * — 선택한 이미지 기반 백업에 대한 전체 백업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이미지 기반 백업에 대한 전체 백업은 나중에 백업 페이지의 실행 기능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10. 확인 * 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E-Series 볼륨에 대한 백업이 시작되고 백업 페이지의 결과 목록 섹션에 작업 상태가 표시됩니다.

새 폴더/파일 기반 백업을 생성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의 백업 페이지에 있는 생성 기능을 통해 새 폴더/파일 기반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웹 서비스 프록시에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등록된 스토리지 배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 기반 백업은 지정한 파일 시스템의 모든 파일을 무조건 백업합니다. 그러나 파일 및 폴더의 선택적 복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백업 페이지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백업 생성 창이 표시됩니다.

2. 폴더/파일 기반 백업 생성 * 을 선택합니다.

3. 다음 * 을 클릭합니다.

백업에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볼륨 목록이 백업 생성 창에 표시됩니다.

4. 원하는 볼륨을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볼륨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 시스템 목록이 Create Backup 창에 표시됩니다.

파일 시스템이 나타나지 않으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이 파일 시스템 유형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파일 시스템".

5. 백업할 폴더나 파일이 들어 있는 원하는 파일 시스템을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백업 생성 확인 창의 * 백업 이름 지정 및 설명 *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6. 자동 생성된 백업 이름을 수정하려면 * Job Name * 필드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7. 필요한 경우 * Job Description * 필드에 백업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백업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작업 설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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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 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폴더/파일 기반 백업에 대한 요약이 Create Backup 창의 * Review backup information *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9. 선택한 폴더/파일 기반 백업을 검토하고 * 마침 * 을 클릭합니다.

Create Backup 창의 확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0.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예 * — 선택한 백업에 대한 전체 백업을 시작합니다.

◦ * 아니요 * — 선택한 백업에 대한 전체 백업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파일 기반 백업에 대한 전체 백업은 나중에 백업 페이지의 실행 기능을 통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11. 닫기 * 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E-Series 볼륨에 대한 백업이 시작되고 백업 페이지의 결과 목록 섹션에 작업 상태가 표시됩니다.

전체 및 증분 백업을 실행합니다

백업 페이지의 실행 기능을 통해 전체 및 증분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증분 백업은 파일 기반 백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통해 백업 작업을 생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백업 탭에서 원하는 백업 작업을 선택하고 * 실행 * 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수행된 초기 백업 없이 이미지 기반 백업 작업 또는 백업 작업을 선택할 때마다 전체 백업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백업 실행 창이 표시됩니다.

2.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전체 * — 선택한 파일 기반 백업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 * Incremental * — 마지막으로 수행된 백업 이후 변경된 내용만 백업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행된 마지막 전체 백업을 기준으로 최대
6개의 증분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Run * 을 클릭합니다.

백업 요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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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작업을 삭제합니다

삭제 기능은 백업 세트와 함께 선택한 백업의 지정된 타겟 위치에서 백업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완료, 실패 또는 취소 상태의 백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백업 페이지에서 원하는 백업을 선택하고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전체 기본 백업을 삭제하도록 선택하면 관련된 모든 증분 백업도 삭제됩니다.

Confirm Delete(삭제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2. 삭제 작업을 확인하려면 * 유형 삭제 * 필드에 '삭제’를 입력합니다.

3. 삭제 * 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백업이 삭제됩니다.

복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의 왼쪽 탐색 패널에서 복원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복원 옵션은 새 이미지 기반 또는 파일 기반 복원 작업을 만들 수 있는 복원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는 작업 개념을 사용하여 E-Series 볼륨의 실제 복원을 수행합니다. 복원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에 사용할 E-Series 볼륨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원을 위해 E-Series 볼륨을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호스트에
추가한 후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의 '복원' 페이지를 사용하여 복원을 생성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애플리케이션에 나열된 백업 및 복원 작업에 대한 모든 타임스탬프는 현지
시간을 사용합니다.

새 이미지 기반 복원을 생성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의 복원 페이지에 있는 만들기 기능을 통해 새 이미지 기반 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통해 이미지 기반 백업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의 복원 페이지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Restore(복원) 창이 표시됩니다.

2. 원하는 백업을 선택합니다.

3. 다음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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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지점 선택 페이지가 복원 창에 표시됩니다.

4. 원하는 완료된 백업을 선택합니다.

5. 다음 * 을 클릭합니다.

Restore(복원) 창에 Select Restore Target(대상 복원 선택)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6. 복원 볼륨을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Restore(복원) 창에 Review(검토)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7. 선택한 복원 작업을 검토하고 * Finish * 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타겟 호스트 볼륨에 대한 복구가 시작되고 복구 페이지의 결과 목록 섹션에 작업 상태가 표시됩니다.

새 파일 기반 복구를 생성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의 복원 페이지에 있는 만들기 기능을 통해 새 파일 기반 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통해 파일 기반 백업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의 복원 페이지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Restore(복원) 창이 표시됩니다.

2. Restore 창에서 원하는 파일 기반 백업을 선택합니다.

3. 다음 * 을 클릭합니다.

백업 지점 선택 페이지가 복원 작업 생성 창에 표시됩니다.

4. 백업 지점 선택 페이지에서 원하는 완료된 백업을 선택합니다.

5. 다음 * 을 클릭합니다.

복구 창에 사용 가능한 파일 시스템 또는 폴더/파일 목록이 표시됩니다.

6. 복원할 폴더 또는 파일을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Restore(복원) 창에 Select Restore Target(대상 복원 선택)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7. 복원 볼륨을 선택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Restore(복원) 창에 Review(검토)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8. 선택한 복원 작업을 검토하고 * Finish * 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타겟 호스트 볼륨에 대한 복구가 시작되고 복구 페이지의 결과 목록 섹션에 작업 상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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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을 삭제합니다

삭제 기능을 사용하여 복원 페이지의 결과 목록 섹션에서 선택한 복원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완료, 실패 또는 취소 상태의 복원 작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복원 페이지에서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Confirm Delete(삭제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2. 삭제 작업을 확인하려면 * 유형 삭제 * 필드에 삭제 를 입력합니다.

3. 삭제 * 를 클릭합니다.

일시 중지된 복구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 복원이 삭제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설정을 수정합니다

설정 옵션을 사용하면 S3 계정, 관리되는 스토리지 배열 및 호스트, 웹 서비스 프록시 자격
증명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의 현재 구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옵션을 통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의 암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S3 계정 설정을 수정합니다

S3 계정 설정 창에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S3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URL 또는 S3 버킷 레이블 설정을 수정할 때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통해 구성된 기존 백업에 대한 액세스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단계

1. 왼쪽 도구 모음에서 * 설정 > 구성 * 을 클릭합니다.

설정 - 구성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S3 계정 설정에 대한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S3 계정 설정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URL 파일에 S3 클라우드 서비스의 URL을 입력합니다.

4. 액세스 키 ID * 필드에 S3 대상의 액세스 ID를 입력합니다.

5. 비밀 액세스 키 * 필드에 S3 대상의 액세스 키를 입력합니다.

6. S3 버킷 이름 * 필드에 S3 타겟의 버킷 이름을 입력합니다.

7. 필요한 경우 * 경로 스타일 액세스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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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est Connection * 을 클릭하여 입력한 S3 자격 증명에 대한 연결을 확인합니다.

9. 저장 * 을 클릭하여 수정 사항을 적용합니다.

수정된 S3 계정 설정이 적용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스토리지 배열 관리 페이지의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호스트에 등록된 웹 서비스 프록시에서 스토리지 배열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배열 관리 페이지에는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호스트에 등록할 수 있는 웹 서비스 프록시의 스토리지 배열
목록이 표시됩니다.

단계

1. 왼쪽 도구 모음에서 * 설정 > 스토리지 배열 * 을 클릭합니다.

Settings - Storage Arrays(설정 - 스토리지 배열) 화면이 표시됩니다.

2.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스토리지 어레이를 추가하려면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a. Add Storage Arrays 창의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스토리지 배열 옆에 있는 각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추가 * 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스토리지 배열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추가되고 설정 - 스토리지 배열 화면의 결과 목록 섹션에
표시됩니다.

3. 추가된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호스트를 수정하려면 Settings(설정) - Storage Arrays(스토리지 배열) 화면의 Result

list(결과 목록) 섹션에서 라인 항목에 대해 * Edit(편집) * 를 클릭합니다.

a. Associated Host(연결된 호스트) 드롭다운 메뉴에서 스토리지 배열에 대해 원하는 호스트를 선택합니다.

b. 저장 * 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호스트가 스토리지 배열에 할당됩니다.

4.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호스트에서 기존 스토리지 배열을 제거하려면 하단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스토리지
배열을 선택하고 * Remove * 를 클릭합니다.

a. 스토리지 배열 제거 확인 필드에 remove를 입력합니다.

b. 제거 * 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스토리지 배열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호스트에서 제거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 설정을 수정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 설정 창에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웹 서비스 프록시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와 함께 사용되는 웹 서비스 프록시는 적절한 어레이가 추가되고 해당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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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왼쪽 도구 모음에서 * 메뉴: 설정 [구성] * 을 클릭합니다.

설정 - 구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웹 서비스 프록시에 대한 * 설정 보기/편집 * 을 클릭합니다.

웹 서비스 프록시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3. URL 필드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에 사용되는 웹 서비스 프록시의 URL을 입력합니다.

4. 사용자 이름 필드에 웹 서비스 프록시 연결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암호 필드에 웹 서비스 프록시 연결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6. 입력한 웹 서비스 프록시 자격 증명에 대한 연결을 확인하려면 * 연결 테스트 * 를 클릭합니다.

7. 저장 * 을 클릭하여 수정 사항을 적용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암호를 변경합니다

암호 변경 화면에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왼쪽 도구 모음에서 * 메뉴: 설정 [구성] * 을 클릭합니다.

설정 - 구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2.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 암호 변경 * 을 클릭합니다.

암호 변경 화면이 표시됩니다.

3. 현재 암호 필드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의 현재 암호를 입력합니다.

4. 새 암호 필드에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의 새 암호를 입력합니다.

5. 새 암호 확인 필드에 새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6. 새 암호를 적용하려면 * 변경 * 을 클릭합니다.

수정된 암호는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제거합니다

그래픽 제거 프로그램 또는 콘솔 모드를 통해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모드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그래픽 모드를 사용하여 Linux 운영 체제에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터미널 창에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제거 파일이 포함된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제거 파일은 다음 기본 디렉토리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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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netapp/santricity_cloud_connector4/uninstall_cloud_connector4

2.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제거 파일이 포함된 디렉토리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uninstall_cloud_connector4 –i gui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제거 프로세스가 초기화됩니다.

3. 제거 창에서 * 제거 * 를 클릭하여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제거를 계속합니다.

제거 프로세스가 완료되고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이 Linux 운영 체제에서 제거됩니다.

콘솔 모드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콘솔 모드를 사용하여 Linux 운영 체제에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터미널 창에서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제거 파일이 포함된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제거 파일은 다음 기본 디렉토리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t/netapp/santricity_cloud_connector4/uninstall_cloud_connector4

2.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제거 파일이 포함된 디렉토리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uninstall_cloud_connector4 –i console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의 제거 프로세스가 초기화됩니다.

3. 제거 창에서 * Enter * 를 눌러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제거를 계속합니다.

제거 프로세스가 완료되고 SANtricity 클라우드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이 Linux 운영 체제에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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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버전

아래 링크를 통해 E-Series 하드웨어 및 SANtricity 소프트웨어의 이전 버전 설명서에
액세스하십시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문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전 릴리즈에 대한 하드웨어 설명서

• "E2712, E2724, E5612, E5624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 및 DE1600 및 DE5600 확장 드라이브 트레이를
설치합니다"

• "E2760 및 E5660 컨트롤러-드라이브 트레이 및 DE6600 확장 드라이브 트레이를 설치합니다"

• "EF560 Flash Array 및 DE5600 플래시 확장 트레이를 설치합니다"

• "이전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 "이전 시스템 유지 관리"

• "E2600 및 E2700에 두 번째 컨트롤러를 추가합니다"

• "호스트 프로토콜을 변경하거나 추가합니다"

• "AC 전원에서 DC 전원으로 변환합니다"

이전 릴리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문서

SANtricity 릴리스 11.6

• "System Manager 도움말"

• "Unified Manager 도움말"

SANtricity 릴리스 11.5

• "System Manager 도움말"

SANtricity 릴리스 11.4

• "AMW(E2700, E5600/EF560) 도움말"

• "EMW(E2700, E5600/EF560)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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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고서

플랫폼 기술 보고서 찾아보기

플랫폼 TR

"* TR-4725: E2800 어레이 기능 개요
*"

"* TR-4724: E5700 어레이 기능 개요
*"

"* + + + TR-4877: EF300 스토리지
기능 개요 ++ *"

E2800 하이브리드 어레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과 최신 SANtricity

OS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최신 버전의 SANtricity에 도입된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비롯하여 E5700 제품 정보를
설명합니다.

EF300 All-Flash 어레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과 새로운
SANtricity OS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 TR-4800:EF600 어레이 기능 개요
*"

EF600 All-Flash 어레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과 새로운
SANtricity OS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안 기술 보고서 찾아보기

보안 TR

"* TR-4474: SANtricity 드라이브
보안 기능 가이드 *"

"* TR-4712: SANtricity 관리 보안
기능 *"

"* TR-4813: E-Series 시스템용
인증서 관리 *"

FIPS 140-2 검증 드라이브 지원, 내부
및 외부 키 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E-

Series 시스템의 전체 디스크 암호화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NetApp E-Series E2800, E5700,

EF280, EF570, EF300을 위한
SANtricity 보안 기능 설명 EF600

스토리지 시스템과 용량

최신 E-Series 컨트롤러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안 인증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TR-4855: SANtricity*용 보안 강화
가이드"

"* TR-4853: E-Series 시스템용
액세스 관리 *"

정보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에 대해 규정된 보안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SANtricity를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및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을
비롯한 액세스 관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요 기술 보고서를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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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TR

"* TR-4893: SANtricity 원격
스토리지 볼륨 *"

"* TR-4839: SANtricity 동기 및
비동기 미러링 *"

"* TR-4747: SANtricity 스냅샷 기능
개요 및 배포 가이드 *"

솔루션 아키텍처와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존 원격 스토리지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에서는 SANtricity 동기 및 비동기
미러링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에서는 SANtricity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한 GUI 탐색 지침을 포함하여
SANtricity 스냅샷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 TR-4652: SANtricity 동적 디스크
풀 *"

"* TR-4737: SANtricity 자동 로드
밸런싱 *"

"* TR-4736: SANtricity 웹 서비스
API *"

스토리지 관리자가 유사한 디스크
세트를 풀 토폴로지로 그룹화하여 풀의
모든 드라이브가 I/O 워크플로우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ALB 기능의 동작, 주요 구성 매개 변수
및 호스트 상호 운용성 향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성 및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API, SANtricity

웹 서비스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솔루션 기술 보고서 탐색

더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 TR-4623: Splunk Enterprise * 가
탑재된 E5700"

"* TR-4903: Splunk Enterprise *

기반 EF300"

"* TR-4930: Splunk Enterprise *

기반 EF600"

E5700 시스템 및 Splunk 설계의 통합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Splunk 머신 로그 이벤트
시뮬레이션 툴에서 얻은 성능 테스트
결과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EF300 All-Flash 어레이 및 Splunk

설계의 통합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Splunk

머신 로그 이벤트 시뮬레이션 툴에서
얻은 성능 테스트 결과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EF600 All-Flash 어레이 및 Splunk

설계의 통합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Splunk

머신 로그 이벤트 시뮬레이션 툴에서
얻은 성능 테스트 결과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 TR-4764: Microsoft SQL Server

with NetApp EF-Series * 의 모범
사례 가이드"

"* TR-4794: NetApp EF-Series

기반의 Oracle 데이터베이스 *"

스토리지 관리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NetApp EF-Series

스토리지에 Microsoft SQL Server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스토리지 관리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NetApp EF-Series

스토리지에 Oracle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백업 및 복구

"* TR-4320: Commvault Data

Platform V11 * 의 모범 사례"

"* TR-4471: Veeam Backup and

Replication * 의 모범 사례"

"* TR-4704: NetApp E-Series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Veritas

NetBackup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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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vault Data Platform V11

환경에서 NetApp E-Series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의 참조 아키텍처
및 모범 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Veeam Backup & Replication 9.5

환경에서 NetApp E-Series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의 참조 아키텍처
및 모범 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NetApp E-Series 스토리지에 Veritas

NetBackup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VSS를 참조하십시오

"* TR-4825: 비디오 감시용 NetApp

E-Series 모범 사례 가이드 *"

"* TR-4818: NetApp E-Series

스토리지로 비디오 관리 시스템 가상화
*"

"* TR-4848: NetApp E-Series

E2800 디스크 스토리지 어레이 * 가
포함된 Bosch 비디오 녹화 솔루션"

비디오 감시 환경에 E-Series

어레이를 구축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설명합니다.

NetApp E-Series 스토리지로 비디오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비디오 감시 솔루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하고 구성 요소 및 스토리지 모범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 TR-4838: Milestone XProtect VM

인증 보고서 * 가 포함된 E2800 및
E5700"

"* TR-4771 - 설계: NetApp E-Series

및 Genetec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
*"

에서는 NetApp E2800 및 E5700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수행된 인증 테스트 결과를
설명합니다.

에서는 NetApp E2800 및 E5700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Genetec Security Center VM(Video

Management Software)의 인증
결과를 설명합니다.

HPC

"* TR-4884: NetApp E-Series 및
IBM Spectrum Scale * 을 지원하는
엔트리 레벨 HPC 시스템"

"* TR-4859: NetApp E-Series

스토리지로 IBM 스펙트럼 확장 구축 *"

"* TR-4856: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 를 사용하는 E-

Series에서 BeeGFS 고가용성 제공"

NetApp E-Series 스토리지 시스템 및
IBM Spectrum Scale을 기반으로 한
엔트리 레벨 HPC 시스템의 참조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IBM의 Spectrum Scale 소프트웨어
스택을 기반으로 전체 병렬 파일
시스템 솔루션을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NetApp E-Series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BeeGFS 아키텍처에서
고가용성 구현을 위한 필수 구성과
BeeGFS 스토리지, 메타데이터 및
관리 서비스에 RedHat Enterprise

Linux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TR-4862: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 를 사용하는 E-Series로
BeeGFS 고가용성 제공"

NetApp E-Series 시스템에서
지원하고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for BeeGFS 스토리지,

메타데이터 및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BeeGFS 아키텍처에서 고가용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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