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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Volumes ONTAP 구축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생성하기 전에

Cloud Manager를 사용하여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생성하고 관리하기 전에 먼저
Cloud Manager에서 네트워킹을 준비하고 Cloud Manager를 설치 및 설정해야 합니다.

Cloud Volumes ONTAP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Cloud Manager 및 Cloud Volumes ONTAP의 네트워킹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습니다.

• Cloud Manager에는 선택한 클라우드 공급자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AWS의 경우 해당 AWS Marketplace 페이지를 구독했습니다.

◦ PAYGO 시스템을 배포하거나 추가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클라우드 관리자(Cloud Volumes ONTAP용)

페이지".

◦ BYOL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AWS Marketplace의 단일 노드 또는 HA 페이지".

• Cloud Manager가 설치되었습니다.

관련 링크

• "AWS 시작하기"

• "Azure에서 시작하기"

• "GCP에서 시작 중입니다"

• "Cloud Manager 설정"

Cloud Manager에 로그인

Cloud Manager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Cloud Manager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NetApp Cloud Central에서" 사용자 계정.

단계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에 로그인합니다 "NetApp Cloud Central에서".

이 단계에서는 자동으로 Fabric View로 이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 Fabric View * 를 클릭합니다.

2. 액세스할 Cloud Manager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나열된 시스템이 표시되지 않으면 계정 관리자가 Cloud Manager 시스템과 연결된 Cloud Central

계정에 사용자를 추가했는지 확인합니다.

3. NetApp Cloud Central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Cloud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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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Volumes ONTAP 구성 계획

Cloud Volumes ONTAP를 구축하면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맞게 사전 구성된 시스템을
선택하거나 고유한 구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구성을 선택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옵션을
이해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Cloud Volumes ONTAP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BYOL(Bring Your Own License)이라는 두 가지 가격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선불 종량제 의 경우 Explore, Standard 또는 Premium의 세 가지 라이센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라이센스는 용량과 컴퓨팅 옵션을 다르게 제공합니다.

• "AWS에서 Cloud Volumes ONTAP 9.7 구성 지원"

• "Azure에서 Cloud Volumes ONTAP 9.7 구성 지원"

• "GCP에서 Cloud Volumes ONTAP 9.7에 지원되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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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제한 이해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의 물리적 용량 제한은 라이센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가 제한은 애그리게이트 및
볼륨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구성을 계획할 때 이러한 제한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AWS에서 Cloud Volumes ONTAP 9.7의 스토리지 제한"

• "Azure에서 Cloud Volumes ONTAP 9.7의 스토리지 제한"

• "GCP에서 Cloud Volumes ONTAP 9.7의 스토리지 제한"

쓰기 속도 선택

Cloud Manager를 사용하면 단일 노드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에 대해 쓰기 속도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쓰기 속도를 선택하기 전에 고속 쓰기 속도를 사용할 때 정상 및 높음 설정의 차이점과 위험 및 권장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 쓰기 속도와 높은 쓰기 속도 간의 차이

정상적인 쓰기 속도를 선택하면 데이터가 디스크에 직접 기록되므로 계획되지 않은 시스템 중단 시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빠른 쓰기 속도를 선택하면 데이터가 디스크에 쓰기 전에 메모리에 버퍼링되어 쓰기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 캐싱으로
인해 계획되지 않은 시스템 중단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스템 중단 시 손실될 수 있는 데이터 양은 마지막 두 정합성 보장 지점의 스팬입니다. 정합성 보장
지점은 버퍼링된 데이터를 디스크에 쓰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정합성 보장 지점은 쓰기 로그가 꽉 찼거나 10초 후에(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AWS EBS 볼륨 성능은 정합성 보장 지점 처리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빠른 쓰기 속도 사용 시기

워크로드에 빠른 쓰기 성능이 필요하고 계획되지 않은 시스템 운영 중단 시 데이터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
빠른 쓰기 속도가 가장 좋습니다.

빠른 쓰기 속도 사용 시 권장 사항

빠른 쓰기 속도를 설정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쓰기 보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볼륨 사용 프로필 선택

ONTAP에는 필요한 총 스토리지 양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스토리지 효율성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loud

Manager에서 볼륨을 생성할 때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프로필이나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프로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NetApp 스토리지 효율성 기능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씬 프로비저닝

에서는 실제 스토리지 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논리적 스토리지를 호스트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공간을 사전에 할당하는 대신 데이터가 기록될 때 스토리지 공간을 각 볼륨에 동적으로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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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제거

동일한 데이터 블록을 찾아 단일 공유 블록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기술은 동일한
볼륨에 상주하는 중복된 데이터 블록을 제거하여 스토리지 용량 요구 사항을 줄여줍니다.

압축

1차, 2차 및 아카이브 스토리지의 볼륨 내에서 데이터를 압축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용량을
줄입니다.

AWS 계획 수립

시스템을 사이징하고 입력해야 하는 네트워크 정보를 검토하여 AWS에서 Cloud Volumes ONTAP 구축을
계획하십시오.

• AWS에서 시스템 사이징

• AWS 네트워크 정보 워크시트

AWS에서 시스템 사이징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사이징하면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유형, 디스크 유형 및 디스크 크기를 선택할 때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스턴스 유형

• 각 EC2 인스턴스 유형별 최대 처리량과 IOPS에 맞춰 워크로드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에 쓸 경우 요청을 관리할 CPU가 충분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 대부분 읽혀지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충분한 RAM이 있는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 "AWS 문서: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

◦ "AWS 문서: Amazon EBS – 최적화된 인스턴스"

EBS 디스크 유형입니다

범용 SSD는 Cloud Volumes ONTAP의 가장 일반적인 디스크 유형입니다. EBS 디스크의 사용 사례를 보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AWS 설명서:EBS 볼륨 유형".

EBS 디스크 크기입니다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시작할 때 초기 디스크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Cloud

Manager로 시스템 용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원하는 경우 "스스로 애그리게이트를 빌드하십시오"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Aggregate의 모든 디스크는 동일한 크기여야 합니다.

• EBS 디스크의 성능은 디스크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크기는 SSD 디스크의 기준 IOPS 및 최대 버스트
지속 시간과 HDD 디스크의 기준 및 버스트 처리량을 결정합니다.

• 궁극적으로 필요한 _ 지속적인 성능 _ 을(를) 제공하는 디스크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 4TB 디스크 6개와 같이 더 큰 디스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EC2 인스턴스가 대역폭 제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모든 IOPS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EBS 디스크 성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AWS 설명서:EBS 볼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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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에서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 사이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에서 확인하십시오.

[] | https://img.youtube.com/vi/GELcXmOuYPw/maxresdefault.jpg

AWS 네트워크 정보 워크시트

AWS에서 Cloud Volumes ONTAP를 시작할 때 VPC 네트워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관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Cloud Volumes ONTAP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입니다

확인하십시오 귀사의 가치

지역

VPC

서브넷

보안 그룹(자체 보안 그룹 사용 시)

여러 AZs의 HA 쌍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확인하십시오 귀사의 가치

지역

VPC

보안 그룹(자체 보안 그룹 사용 시)

노드 1 가용성 영역

노드 1 서브넷

노드 2 가용성 영역

노드 2 서브넷

중재자 가용성 영역

중재자 서브넷

중재자를 위한 키 쌍입니다

클러스터 관리 포트의 부동 IP
주소입니다

노드 1의 데이터에 대한 유동 IP
주소입니다

노드 2의 데이터에 대한 유동 IP
주소입니다

부동 IP 주소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

Azure 계획

시스템을 사이징하고 입력해야 하는 네트워크 정보를 검토하여 Azure에서 Cloud Volumes ONTAP 배포를
계획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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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ure에서 시스템 사이징

• Azure 네트워크 정보 워크시트

Azure에서 시스템 사이징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사이징하면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VM 유형,

디스크 유형 및 디스크 크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머신 유형입니다

에서 지원되는 가상 머신 유형을 확인합니다 "Cloud Volumes ONTAP 릴리즈 노트" 지원되는 각 VM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각 VM 유형은 특정 수의 데이터 디스크를 지원합니다.

• "Azure 설명서: 범용 가상 머신 크기"

• "Azure 설명서: 메모리에 최적화된 가상 머신 크기"

Azure 디스크 유형입니다

Cloud Volumes ONTAP용 볼륨을 생성할 때 Cloud Volumes ONTAP가 디스크로 사용하는 기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HA 시스템은 프리미엄 페이지 Blob을 사용합니다. 한편, 단일 노드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Azure 관리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emium SSD 관리 디스크 높은 비용으로 I/O 집약적인 작업 부하에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 _Standard SSD Managed Disks_는 낮은 IOPS가 필요한 워크로드에 일관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 _표준 HDD 관리 디스크 _ 는 높은 IOPS가 필요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사용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 설명서: Microsoft Azure

스토리지 소개".

Azure 디스크 크기입니다

Cloud Volumes ONTAP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Aggregate의 기본 디스크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Cloud

Manager에서는 이 디스크 크기를 초기 aggregate와 단순 프로비저닝 옵션을 사용할 때 생성되는 추가
애그리게이트에 사용합니다. 에서는 기본적으로 와는 다른 디스크 크기를 사용하는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고급 할당 옵션을 사용합니다".

Aggregate의 모든 디스크는 동일한 크기여야 합니다.

디스크 크기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디스크 크기는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 지불,

애그리게이트에서 생성할 수 있는 볼륨 크기, Cloud Volumes ONTAP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용량 및 스토리지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Azure 프리미엄 스토리지의 성능은 디스크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클수록 IOPS와 처리량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TB 디스크를 선택하면 500GB 디스크보다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표준 스토리지의 디스크 크기 간에는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필요한 용량에 따라 디스크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IOPS 및 디스크 크기별 처리량은 Azure를 참조하십시오.

• "Microsoft Azure: 관리형 디스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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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Azure: 페이지 Blob 가격 책정"

Azure 네트워크 정보 워크시트

Azure에서 Cloud Volumes ONTAP를 구축할 때는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관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Azure 정보 귀사의 가치

지역

VNet(가상 네트워크)

서브넷

네트워크 보안 그룹(자체 사용 시)

GCP 계획

시스템을 사이징하고 입력해야 하는 네트워크 정보를 검토하여 Google 클라우드 플랫폼에 Cloud Volumes ONTAP

배포를 계획하십시오.

• GCP에서 시스템 사이징

• GCP 네트워크 정보 워크시트입니다

GCP에서 시스템 사이징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사이징하면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유형, 디스크 유형 및 디스크 크기를 선택할 때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계 유형

에서 지원되는 기계 유형을 확인합니다 "Cloud Volumes ONTAP 릴리즈 노트" 지원되는 각 시스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ogle에서 확인하십시오. 워크로드 요구 사항을 시스템 유형에 대한 vCPU 및 메모리 수와
일치시킵니다. 각 CPU 코어는 네트워킹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Google Cloud 설명서: N1 표준 컴퓨터 유형"

• "Google Cloud 설명서: 성능"

GCP 디스크 유형입니다

Cloud Volumes ONTAP용 볼륨을 생성할 때 Cloud Volumes ONTAP이 디스크에 사용하는 기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디스크 유형은 _ Zonal SSD 영구 디스크 _ 또는 _ Zonal 표준 영구 디스크 _ 일 수
있습니다.

SSD 영구 디스크는 높은 속도의 랜덤 IOPS가 필요한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하지만, 표준 영구 디스크는 경제적이며
순차적 읽기/쓰기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Google Cloud 설명서: Zonal

Persistent 디스크(Standard 및 SSD)".

GCP 디스크 크기입니다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배포할 때 초기 디스크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Cloud Manager에서
시스템의 용량을 관리할 수 있지만, 애그리게이트를 직접 구축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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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regate의 모든 디스크는 동일한 크기여야 합니다.

• 성능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공간을 결정합니다.

• 영구 디스크의 성능은 디스크 크기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vCPU 수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Google Cloud 설명서: Zonal Persistent 디스크(Standard 및 SSD)"

◦ "Google Cloud 설명서: 영구 디스크 및 로컬 SSD 성능 최적화"

GCP 네트워크 정보 워크시트입니다

GCP에서 Cloud Volumes ONTAP를 배포할 때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관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GCP 정보 귀사의 가치

지역

Zone(영역)

VPC 네트워크

서브넷

방화벽 정책(자체 사용 시)

Cloud Manager 시스템 ID 찾기

시작하려면 NetApp 담당자가 Cloud Manager 시스템 ID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ID는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및 문제 해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단계

1. Cloud Manager 콘솔의 오른쪽 위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지원 대시보드 * 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ID가 오른쪽 상단에 나타납니다.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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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Volumes ONTAP에서 Flash Cache 활성화

AWS 및 Azure의 일부 Cloud Volumes ONTAP 구성에는 Cloud Volumes ONTAP이 성능
향상을 위해 _ Flash Cache _ 로 사용하는 로컬 NVMe 스토리지가 포함됩니다.

Flash Cache란 무엇입니까?

Flash Cache는 최근에 읽은 사용자 데이터와 NetApp 메타데이터의 실시간 지능형 캐싱을 통해 데이터 액세스 속도를
높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파일 서비스를 비롯한 랜덤 읽기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효과적입니다.

제한 사항

• Flash Cache의 성능 향상 기능을 활용하려면 모든 볼륨에서 압축을 해제해야 합니다.

• 재부팅 후 캐시 재가기는 Cloud Volumes ONTAP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AWS의 Cloud Volumes ONTAP에서 Flash Cache 활성화

Flash Cache는 Cloud Volumes ONTAP Premium 및 BYOL in AWS에서 지원됩니다.

단계

1. 새로운 또는 기존 Cloud Volumes ONTAP 프리미엄 또는 BYOL 시스템을 포함하는 다음 EC2 인스턴스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c5d.4xLarge

◦ c5d.9xLarge

◦ r5d.2xLarge

2. Flash Cache 성능 향상의 이점을 활용하려면 모든 볼륨에서 압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Cloud Manager에서 볼륨을 생성할 때 스토리지 효율성을 선택하지 않거나, 볼륨을 생성한 다음 "CLI를 사용하여
데이터 압축을 비활성화합니다".

Azure의 Cloud Volumes ONTAP에서 Flash Cache 활성화

Flash Cache는 단일 노드 시스템에서 Cloud Volumes ONTAP BYOL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단계

1. Azure에서 단일 노드 Cloud Volumes ONTAP BYOL 시스템을 사용하는 Standard_L8s_v2 VM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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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합니다.

2. Flash Cache 성능 향상의 이점을 활용하려면 모든 볼륨에서 압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Cloud Manager에서 볼륨을 생성할 때 스토리지 효율성을 선택하지 않거나, 볼륨을 생성한 다음 "CLI를 사용하여
데이터 압축을 비활성화합니다".

AWS에서 Cloud Volumes ONTAP 실행

Cloud Volumes ONTAP는 단일 시스템 구성에서 실행하거나 AWS에서 HA 쌍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AWS Marketplace에서 구독

AWS Marketplace에서 가입하여 사용한 만큼만 Cloud Volumes ONTAP를 지불함으로써 Cloud Volumes ONTAP

BYOL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PAYGO 구독

"AWS Marketplace에서 구독" Cloud Volumes ONTAP 무료 평가판이 종료된 후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생성하는 모든 Cloud Volumes ONTAP 9.6 이상 PAYGO 시스템 및 활성화할 각 추가 기능에 대해 이 구독으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구독 프로세스를 보여 줍니다.

► https://docs.netapp.com/ko-kr/occm37//media/video_subscribing_aws.mp4 (video)

여러 IAM 사용자가 동일한 AWS 계정으로 작업하는 경우 각 사용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구독한 후 AWS는 아래 이미지에 표시된 것처럼 이후 사용자가 이미 구독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AWS 계정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각 IAM 사용자는 가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아래
메시지가 표시되면 * 여기를 클릭 * 링크를 클릭하여 Cloud Central로 이동하여 프로세스를
완료하십시오.

BYOL 구독

BYOL(Bring Your Own License)하여 Cloud Volumes ONTAP를 시작하는 경우 "AWS Marketplace에서 해당
오퍼링을 구독해야 합니다".

"각 AWS Marketplace 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10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vsmg/GUID-8508A4CB-DB43-4D0D-97EB-859F58B29054.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vsmg/GUID-8508A4CB-DB43-4D0D-97EB-859F58B29054.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vsmg/GUID-8508A4CB-DB43-4D0D-97EB-859F58B29054.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vsmg/GUID-8508A4CB-DB43-4D0D-97EB-859F58B29054.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vsmg/GUID-8508A4CB-DB43-4D0D-97EB-859F58B29054.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vsmg/GUID-8508A4CB-DB43-4D0D-97EB-859F58B29054.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vsmg/GUID-8508A4CB-DB43-4D0D-97EB-859F58B29054.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vsmg/GUID-8508A4CB-DB43-4D0D-97EB-859F58B29054.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vsmg/GUID-8508A4CB-DB43-4D0D-97EB-859F58B29054.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vsmg/GUID-8508A4CB-DB43-4D0D-97EB-859F58B29054.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vsmg/GUID-8508A4CB-DB43-4D0D-97EB-859F58B29054.html
https://aws.amazon.com/marketplace/pp/B07QX2QLXX
https://aws.amazon.com/marketplace/pp/B07QX2QLXX
https://aws.amazon.com/marketplace/pp/B07QX2QLXX
https://aws.amazon.com/marketplace/pp/B07QX2QLXX
https://aws.amazon.com/marketplace/pp/B07QX2QLXX
https://docs.netapp.com/ko-kr/occm37//media/video_subscribing_aws.mp4
https://aws.amazon.com/marketplace/search/results?x=0&y=0&searchTerms=cloud+volumes+ontap+byol
https://aws.amazon.com/marketplace/search/results?x=0&y=0&searchTerms=cloud+volumes+ontap+byol
https://aws.amazon.com/marketplace/search/results?x=0&y=0&searchTerms=cloud+volumes+ontap+byol
https://aws.amazon.com/marketplace/search/results?x=0&y=0&searchTerms=cloud+volumes+ontap+byol
https://aws.amazon.com/marketplace/search/results?x=0&y=0&searchTerms=cloud+volumes+ontap+byol
https://aws.amazon.com/marketplace/search/results?x=0&y=0&searchTerms=cloud+volumes+ontap+byol
https://aws.amazon.com/marketplace/search/results?x=0&y=0&searchTerms=cloud+volumes+ontap+byol
https://aws.amazon.com/marketplace/search/results?x=0&y=0&searchTerms=cloud+volumes+ontap+byol
https://aws.amazon.com/marketplace/search/results?x=0&y=0&searchTerms=cloud+volumes+ontap+byol
https://aws.amazon.com/marketplace/search/results?x=0&y=0&searchTerms=cloud+volumes+ontap+byol
https://aws.amazon.com/marketplace/search/results?x=0&y=0&searchTerms=cloud+volumes+ontap+byol
https://docs.netapp.com/ko-kr/occm37/reference_aws_marketplace.html
https://docs.netapp.com/ko-kr/occm37/reference_aws_marketplace.html
https://docs.netapp.com/ko-kr/occm37/reference_aws_marketplace.html
https://docs.netapp.com/ko-kr/occm37/reference_aws_marketplace.html
https://docs.netapp.com/ko-kr/occm37/reference_aws_marketplace.html
https://docs.netapp.com/ko-kr/occm37/reference_aws_marketplace.html
https://docs.netapp.com/ko-kr/occm37/reference_aws_marketplace.html
https://docs.netapp.com/ko-kr/occm37/reference_aws_marketplace.html
https://docs.netapp.com/ko-kr/occm37/reference_aws_marketplace.html
https://docs.netapp.com/ko-kr/occm37/reference_aws_marketplace.html
https://docs.netapp.com/ko-kr/occm37/reference_aws_marketplace.html


AWS에서 단일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 시작

AWS에서 Cloud Volumes ONTAP를 시작하려면 Cloud Manager에서 새로운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구성을 선택하고 관리자로부터 AWS 네트워킹 정보를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Cloud Volumes ONTAP 구성 계획".

• BYOL 시스템을 시작하려면 20자리의 일련 번호(라이센스 키)가 있어야 합니다.

• CIFS를 사용하려면 DNS와 Active Directory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AWS의 Cloud

Volumes ONTAP에 대한 네트워킹 요구사항".

이 작업에 대해

작업 환경을 생성한 직후 Cloud Manager는 지정된 VPC에서 테스트 인스턴스를 시작하여 연결을 확인합니다.

성공하면 Cloud Manager가 즉시 인스턴스를 종료한 다음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 구축을 시작합니다. Cloud

Manager에서 연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작업 환경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테스트 인스턴스는 T2.nano(기본 VPC

테넌시의 경우) 또는 m3.medium(전용 VPC 테넌시의 경우)입니다.

단계

1. 작업 환경 페이지에서 * Cloud Volumes ONTAP 생성 * 을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2. * 작업 환경 정의 *: * Amazon Web Services * 및 * Cloud Volumes ONTAP * 를 선택합니다.

3. * 세부 정보 및 자격 증명 *: AWS 계정 및 마켓플레이스 가입을 선택적으로 변경하고, 작업 환경 이름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태그를 추가한 다음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페이지의 일부 필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지침이 필요한 필드를 설명합니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계정 다른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loud Manager에 AWS 계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구독 청구 대상 AWS 계정을 변경하려면 다른 구독을 선택하십시오. 새 구독을 추가하려면
"AWS Marketplace에서 해당 오퍼링으로 이동합니다".

작업 환경 이름 Cloud Manager에서는 작업 환경 이름을 사용하여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과 Amazon EC2 인스턴스 이름을 모두 지정합니다. 또한 이 옵션을 선택하면
미리 정의된 보안 그룹의 접두사로 이름이 사용됩니다.

태그 추가 AWS 태그는 AWS 리소스에 대한 메타데이터입니다. Cloud Manager에서 Cloud

Volumes ONTAP 인스턴스와 해당 인스턴스에 연결된 각 AWS 리소스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작업 환경을 만들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최대 4개의 태그를 추가할
수 있으며, 생성된 후에는 더 많은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PI는 작업 환경을
생성할 때 태그를 4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AWS 문서: Amazon EC2 리소스에 태그 달기".

자격 증명 Cloud Volumes ONTAP 클러스터 관리자 계정의 자격 증명입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OnCommand 시스템 관리자 또는 CLI를 통해 Cloud Volumes

ONTAP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 서비스 *: 이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을 개별 서비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 "S3로 백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클라우드 규정 준수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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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치 및 연결 *: AWS 워크시트에 기록한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페이지가 채워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6. * 데이터 암호화 *: 데이터 암호화 또는 AWS로 관리되는 암호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AWS로 관리되는 암호화의 경우 사용자 계정 또는 다른 AWS 계정에서 다른 CMK(Customer Master Key)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생성한 후에는 AWS 데이터 암호화 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Cloud Volumes ONTAP용 AWS KMS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지원되는 암호화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7. * 라이센스 및 지원 사이트 계정 *: 용량제 또는 BYOL 중 무엇을 사용할지 지정한 다음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을 지정합니다.

라이센스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싱".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데 선택 사항이지만 BYOL 시스템에는 필요합니다.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8. * 사전 구성된 패키지 *: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Cloud Volumes ONTAP를 빠르게 시작하거나 * 나만의 구성
만들기 * 를 클릭합니다.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볼륨을 지정한 다음 구성을 검토 및 승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9. * IAM Role *: Cloud Manager가 역할을 생성할 수 있도록 기본 옵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체 정책을 사용하려면 이 정책이 충족해야 합니다 "Cloud Volumes ONTAP 노드의 정책 요구사항".

10. * 라이선스 *: 필요에 따라 Cloud Volumes ONTAP 버전을 변경하고 라이선스, 인스턴스 유형 및 인스턴스
테넌시를 선택합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한 후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나중에 라이센스 또는 인스턴스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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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버전에 대해 새로운 출시 후보, 일반 가용성 또는 패치 릴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Cloud

Manager는 작업 환경을 생성할 때 시스템을 해당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Cloud

Volumes ONTAP 9.4 RC1 및 9.4 GA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업데이트가 발생합니다. 업데이트는
한 릴리즈에서 다른 릴리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예: 9.3에서 9.4).

11. * 기본 스토리지 리소스 *: 초기 애그리게이트의 설정: 디스크 유형, 각 디스크의 크기 및 S3 계층화의 활성화 여부를
선택합니다.

디스크 유형은 초기 볼륨입니다. 이후 볼륨에 대해 다른 디스크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크기는 초기 애그리게이트의 모든 디스크와 단순 프로비저닝 옵션을 사용할 때 Cloud Manager가 생성하는
추가 애그리게이트의 경우 모두 사용됩니다. 고급 할당 옵션을 사용하여 다른 디스크 크기를 사용하는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유형과 크기를 선택하는 방법은 을 참조하십시오 "AWS에서 시스템 사이징".

12. * 쓰기 속도 및 WORM *: * 일반 * 또는 * 고속 * 쓰기 속도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WORM(Write Once, Read

Many) 스토리지를 활성화합니다.

"쓰기 속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WORM 스토리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13. * 볼륨 생성 *: 새 볼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하거나 * 건너뛰기 * 를 클릭합니다.

iSCSI에 대한 볼륨을 생성하려면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Cloud Manager는 NFS 및 CIFS에 대해서만
볼륨을 설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일부 필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지침이 필요한 필드를 설명합니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크기 입력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씬 프로비저닝의 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용 가능한 물리적 스토리지보다 더 큰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NFS에만
해당)

엑스포트 정책은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서브넷의 클라이언트를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Cloud Manager는 서브넷의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권한 및 사용자/그룹(CIFS

전용)

이러한 필드를 사용하면 사용자 및 그룹의 공유에 대한 액세스 수준(액세스 제어 목록
또는 ACL라고도 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컬 또는 도메인 Windows 사용자 또는
그룹, UNIX 사용자 또는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Windows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domain\username 형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도메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스냅샷 정책 스냅샷 복사본 정책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NetApp 스냅샷 복사본의 수와 빈도를
지정합니다. NetApp 스냅샷 복사본은 성능 영향이 없고 최소한의 스토리지가 필요한
시점 파일 시스템 이미지입니다. 기본 정책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의 tempdb와 같이 임시 데이터에 대해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CIFS 프로토콜에 대해 작성된 볼륨 페이지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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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CIFS 설정 *: CIFS 프로토콜을 선택한 경우 CIFS 서버를 설정합니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DNS 기본 및 보조 IP 주소 CIFS 서버에 대한 이름 확인을 제공하는 DNS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나열된 DNS

서버에는 CIFS 서버가 연결할 도메인의 Active Directory LDAP 서버 및 도메인
컨트롤러를 찾는 데 필요한 서비스 위치 레코드(SRV)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할 Active Directory
도메인입니다

CIFS 서버를 연결할 AD(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FQDN입니다.

도메인에 가입하도록
승인된 자격 증명입니다

AD 도메인 내의 지정된 OU(조직 구성 단위)에 컴퓨터를 추가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Windows 계정의 이름 및 암호입니다.

CIFS 서버 NetBIOS
이름입니다

AD 도메인에서 고유한 CIFS 서버 이름입니다.

조직 구성 단위 CIFS 서버와 연결할 AD 도메인 내의 조직 단위입니다. 기본값은
CN=Computers입니다. AWS 관리 Microsoft AD를 Cloud Volumes ONTAP용 AD

서버로 구성하는 경우 이 필드에 * OU=Computers, OU=Corp * 를 입력해야 합니다.

DNS 도메인 SVM(Cloud Volumes ONTAP 스토리지 가상 머신)용 DNS 도메인 대부분의 경우
도메인은 AD 도메인과 동일합니다.

NTP 서버 Active Directory DNS를 사용하여 NTP 서버를 구성하려면 * Active Directory

도메인 사용 * 을 선택합니다. 다른 주소를 사용하여 NTP 서버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Cloud Manager API 개발자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를 참조하십시오.

15. * Usage Profile, Disk Type, Tiering Policy *: 스토리지 효율성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S3

계층화 정책을 편집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볼륨 사용 프로필 이해" 및 "데이터 계층화 개요".

16. * 검토 및 승인 *: 선택 사항을 검토 및 확인합니다.

a.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b. Cloud Manager가 구매할 지원 및 AWS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검토하려면 * 자세한 정보 * 를 클릭합니다.

c. 이해함…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d. Go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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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loud Manager가 Cloud Volumes ONTAP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Cloud Volumes ONTAP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실패 메시지를 검토합니다. 작업 환경을 선택하고
환경 다시 생성 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Cloud Volumes ONTAP 지원".

작업을 마친 후

• CIFS 공유를 프로비저닝한 경우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 권한을 제공하고 해당 사용자가 공유를
액세스하고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볼륨에 할당량을 적용하려면 System Manager 또는 CLI를 사용하십시오.

할당량을 사용하면 사용자, 그룹 또는 qtree가 사용하는 파일 수와 디스크 공간을 제한하거나 추적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 Cloud Volumes ONTAP HA 쌍 시작

AWS에서 Cloud Volumes ONTAP HA 쌍을 실행하려면 Cloud Manager에서 HA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구성을 선택하고 관리자로부터 AWS 네트워킹 정보를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Cloud Volumes ONTAP 구성 계획".

• BYOL 라이센스를 구입한 경우 각 노드에 대해 20자리의 일련 번호(라이센스 키)가 있어야 합니다.

• CIFS를 사용하려면 DNS와 Active Directory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AWS의 Cloud

Volumes ONTAP에 대한 네트워킹 요구사항".

이 작업에 대해

작업 환경을 생성한 직후 Cloud Manager는 지정된 VPC에서 테스트 인스턴스를 시작하여 연결을 확인합니다.

성공하면 Cloud Manager가 즉시 인스턴스를 종료한 다음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 구축을 시작합니다. Cloud

Manager에서 연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작업 환경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테스트 인스턴스는 T2.nano(기본 VPC

테넌시의 경우) 또는 m3.medium(전용 VPC 테넌시의 경우)입니다.

단계

1. 작업 환경 페이지에서 * Cloud Volumes ONTAP 생성 * 을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2. * 작업 환경 정의 *: * 아마존 웹 서비스 * 및 * Cloud Volumes ONTAP HA * 를 선택합니다.

3. * 세부 정보 및 자격 증명 *: AWS 계정 및 마켓플레이스 가입을 선택적으로 변경하고, 작업 환경 이름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태그를 추가한 다음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 페이지의 일부 필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지침이 필요한 필드를 설명합니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계정 다른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loud Manager에 AWS 계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구독 청구 대상 AWS 계정을 변경하려면 다른 구독을 선택하십시오. 새 구독을 추가하려면
"AWS Marketplace에서 해당 오퍼링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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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작업 환경 이름 Cloud Manager에서는 작업 환경 이름을 사용하여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과 Amazon EC2 인스턴스 이름을 모두 지정합니다. 또한 이 옵션을 선택하면
미리 정의된 보안 그룹의 접두사로 이름이 사용됩니다.

태그 추가 AWS 태그는 AWS 리소스에 대한 메타데이터입니다. Cloud Manager에서 Cloud

Volumes ONTAP 인스턴스와 해당 인스턴스에 연결된 각 AWS 리소스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작업 환경을 만들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최대 4개의 태그를 추가할
수 있으며, 생성된 후에는 더 많은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PI는 작업 환경을
생성할 때 태그를 4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AWS 문서: Amazon EC2 리소스에 태그 달기".

자격 증명 Cloud Volumes ONTAP 클러스터 관리자 계정의 자격 증명입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OnCommand 시스템 관리자 또는 CLI를 통해 Cloud Volumes

ONTAP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 서비스 *: 이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을 개별 서비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 "S3로 백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클라우드 규정 준수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5. * HA 배포 모델 *: HA 구성을 선택합니다.

배포 모델에 대한 개요는 을 참조하십시오 "AWS용 Cloud Volumes ONTAP HA".

6. * 지역 및 VPC *: AWS 워크시트에 기록한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다중 AZ 구성에 대해 작성된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7. * 연결 및 SSH 인증 *: HA 쌍선 및 중재자의 연결 방법을 선택합니다.

8. * 부동 IP *: 여러 AZs를 선택한 경우 부동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IP 주소는 해당 지역의 모든 VPC에 대한 CIDR 블록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여러
AZs에서 Cloud Volumes ONTAP HA를 위한 AWS 네트워킹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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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루트 테이블 *: 여러 AZs를 선택한 경우 부동 IP 주소에 대한 라우트를 포함해야 하는 라우팅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둘 이상의 라우팅 테이블이 있는 경우 올바른 라우팅 테이블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클라이언트가 Cloud Volumes ONTAP HA 쌍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AWS 설명서: 경로 테이블".

10. * 데이터 암호화 *: 데이터 암호화 또는 AWS로 관리되는 암호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AWS로 관리되는 암호화의 경우 사용자 계정 또는 다른 AWS 계정에서 다른 CMK(Customer Master Key)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생성한 후에는 AWS 데이터 암호화 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Cloud Volumes ONTAP용 AWS KMS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지원되는 암호화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11. * 라이센스 및 지원 사이트 계정 *: 용량제 또는 BYOL 중 무엇을 사용할지 지정한 다음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을 지정합니다.

라이센스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싱".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데 선택 사항이지만 BYOL 시스템에는 필요합니다.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12. 사전 구성된 패키지 *: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빠르게 시작하거나 * 고유한
구성 만들기 * 를 클릭합니다.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볼륨을 지정한 다음 구성을 검토 및 승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13. * IAM Role *: Cloud Manager가 역할을 생성할 수 있도록 기본 옵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체 정책을 사용하려면 이 정책이 충족해야 합니다 "Cloud Volumes ONTAP 노드 및 HA 중재자의 정책 요구사항
".

14. * 라이선스 *: 필요에 따라 Cloud Volumes ONTAP 버전을 변경하고 라이선스, 인스턴스 유형 및 인스턴스
테넌시를 선택합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한 후 요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나중에 라이센스 또는 인스턴스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버전에 대해 새로운 출시 후보, 일반 가용성 또는 패치 릴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Cloud

Manager는 작업 환경을 생성할 때 시스템을 해당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Cloud

Volumes ONTAP 9.4 RC1 및 9.4 GA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업데이트가 발생합니다. 업데이트는
한 릴리즈에서 다른 릴리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예: 9.3에서 9.4).

15. * 기본 스토리지 리소스 *: 초기 애그리게이트의 설정: 디스크 유형, 각 디스크의 크기 및 S3 계층화의 활성화 여부를
선택합니다.

디스크 유형은 초기 볼륨입니다. 이후 볼륨에 대해 다른 디스크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크기는 초기 애그리게이트의 모든 디스크와 단순 프로비저닝 옵션을 사용할 때 Cloud Manager가 생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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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애그리게이트의 경우 모두 사용됩니다. 고급 할당 옵션을 사용하여 다른 디스크 크기를 사용하는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유형과 크기를 선택하는 방법은 을 참조하십시오 "AWS에서 시스템 사이징".

16. * WORM *: 필요한 경우 WORM(Write Once, Read Many) 스토리지를 활성화합니다.

"WORM 스토리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17. * 볼륨 생성 *: 새 볼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하거나 * 건너뛰기 * 를 클릭합니다.

iSCSI에 대한 볼륨을 생성하려면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Cloud Manager는 NFS 및 CIFS에 대해서만
볼륨을 설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일부 필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지침이 필요한 필드를 설명합니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크기 입력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씬 프로비저닝의 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용 가능한 물리적 스토리지보다 더 큰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NFS에만
해당)

엑스포트 정책은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서브넷의 클라이언트를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Cloud Manager는 서브넷의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권한 및 사용자/그룹(CIFS

전용)

이러한 필드를 사용하면 사용자 및 그룹의 공유에 대한 액세스 수준(액세스 제어 목록
또는 ACL라고도 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컬 또는 도메인 Windows 사용자 또는
그룹, UNIX 사용자 또는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Windows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domain\username 형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도메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스냅샷 정책 스냅샷 복사본 정책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NetApp 스냅샷 복사본의 수와 빈도를
지정합니다. NetApp 스냅샷 복사본은 성능 영향이 없고 최소한의 스토리지가 필요한
시점 파일 시스템 이미지입니다. 기본 정책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의 tempdb와 같이 임시 데이터에 대해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CIFS 프로토콜에 대해 작성된 볼륨 페이지를 보여 줍니다.

18. * CIFS 설정 *: CIFS 프로토콜을 선택한 경우 CIFS 서버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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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DNS 기본 및 보조 IP 주소 CIFS 서버에 대한 이름 확인을 제공하는 DNS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나열된 DNS

서버에는 CIFS 서버가 연결할 도메인의 Active Directory LDAP 서버 및 도메인
컨트롤러를 찾는 데 필요한 서비스 위치 레코드(SRV)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할 Active Directory
도메인입니다

CIFS 서버를 연결할 AD(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FQDN입니다.

도메인에 가입하도록
승인된 자격 증명입니다

AD 도메인 내의 지정된 OU(조직 구성 단위)에 컴퓨터를 추가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Windows 계정의 이름 및 암호입니다.

CIFS 서버 NetBIOS
이름입니다

AD 도메인에서 고유한 CIFS 서버 이름입니다.

조직 구성 단위 CIFS 서버와 연결할 AD 도메인 내의 조직 단위입니다. 기본값은
CN=Computers입니다. AWS 관리 Microsoft AD를 Cloud Volumes ONTAP용 AD

서버로 구성하는 경우 이 필드에 * OU=Computers, OU=Corp * 를 입력해야 합니다.

DNS 도메인 SVM(Cloud Volumes ONTAP 스토리지 가상 머신)용 DNS 도메인 대부분의 경우
도메인은 AD 도메인과 동일합니다.

NTP 서버 Active Directory DNS를 사용하여 NTP 서버를 구성하려면 * Active Directory

도메인 사용 * 을 선택합니다. 다른 주소를 사용하여 NTP 서버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Cloud Manager API 개발자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를 참조하십시오.

19. * Usage Profile, Disk Type, Tiering Policy *: 스토리지 효율성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S3

계층화 정책을 편집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볼륨 사용 프로필 이해" 및 "데이터 계층화 개요".

20. * 검토 및 승인 *: 선택 사항을 검토 및 확인합니다.

a.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b. Cloud Manager가 구매할 지원 및 AWS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검토하려면 * 자세한 정보 * 를 클릭합니다.

c. 이해함…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d. Go * 를 클릭합니다.

결과

Cloud Manager가 Cloud Volumes ONTAP HA 쌍을 시작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HA 쌍 실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장애 메시지를 검토하십시오. 작업 환경을 선택하고 환경 다시 생성 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Cloud Volumes ONTAP 지원".

작업을 마친 후

• CIFS 공유를 프로비저닝한 경우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 권한을 제공하고 해당 사용자가 공유를
액세스하고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볼륨에 할당량을 적용하려면 System Manager 또는 CLI를 사용하십시오.

할당량을 사용하면 사용자, 그룹 또는 qtree가 사용하는 파일 수와 디스크 공간을 제한하거나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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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에서 Cloud Volumes ONTAP 실행

Cloud Manager에서 Cloud Volumes ONTAP 작업 환경을 생성하여 Azure에서 단일 노드
시스템 또는 HA 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Azure 계정에 필요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이전 릴리즈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처음으로 HA 시스템을
배포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최신 사용 권한은 에 있습니다 "Azure를 위한 NetApp Cloud Central 정책".

• 구성을 선택하고 관리자로부터 Azure 네트워킹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Cloud

Volumes ONTAP 구성 계획".

• BYOL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각 노드에 대해 20자리의 일련 번호(라이센스 키)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Cloud Manager는 Azure에서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생성할 때 리소스 그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스토리지 계정 등과 같은 여러 Azure 개체를 생성합니다. 마법사 마지막에서 리소스 요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작업 환경 페이지에서 * Cloud Volumes ONTAP 생성 * 을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2. * 작업 환경 정의 *: * Microsoft Azure * 를 선택한 다음 단일 노드 또는 HA 쌍을 선택합니다.

3. * 세부 정보 및 자격 증명 *: 필요에 따라 Azure 계정 또는 구독을 변경하고, 클러스터 이름 및 리소스 그룹 이름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태그를 추가한 다음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지침이 필요한 필드를 설명합니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계정 전환 다른 계정 또는 구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고 Cloud Manager에 추가합니다
".

작업 환경 이름 Cloud Manager에서는 작업 환경 이름을 사용하여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과 Azure 가상 머신 이름을 모두 지정합니다. 또한 이 옵션을 선택하면 미리
정의된 보안 그룹의 접두사로 이름이 사용됩니다.

리소스 그룹 이름 기본값 사용 * 의 선택을 취소하면 새 자원 그룹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리소스 그룹을 사용하려면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태그 태그는 Azure 리소스에 대한 메타데이터입니다. Cloud Manager는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과 시스템에 연결된 각 Azure 리소스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작업
환경을 만들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최대 4개의 태그를 추가할 수 있으며, 생성된
후에는 더 많은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PI는 작업 환경을 생성할 때 태그를
4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 문서: 태그를 사용하여 Azure 리소스를 구성합니다".

자격 증명 Cloud Volumes ONTAP 클러스터 관리자 계정의 자격 증명입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OnCommand 시스템 관리자 또는 CLI를 통해 Cloud Volumes

ONTAP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 서비스 *: 이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규정 준수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를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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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클라우드 규정 준수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5. * 위치 및 연결 *: 위치 및 보안 그룹을 선택하고 확인란을 선택하여 Cloud Manager와 타겟 위치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합니다.

6. * 라이센스 및 지원 사이트 계정 *: 용량제 또는 BYOL 중 무엇을 사용할지 지정한 다음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을 지정합니다.

라이센스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싱".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데 선택 사항이지만 BYOL 시스템에는 필요합니다.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7. 사전 구성된 패키지 *: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신속하게 배포하거나 * 나만의
구성 만들기 * 를 클릭합니다.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볼륨을 지정한 다음 구성을 검토 및 승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8. * 라이선스 *: 필요에 따라 Cloud Volumes ONTAP 버전을 변경하고 라이선스를 선택한 다음 가상 머신 유형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을 시작한 후 요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나중에 라이센스 또는 가상 시스템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버전에 대해 새로운 출시 후보, 일반 가용성 또는 패치 릴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Cloud

Manager는 작업 환경을 생성할 때 시스템을 해당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Cloud

Volumes ONTAP 9.5 RC1 및 9.5 GA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업데이트가 발생합니다. 9.4에서
9.5와 같이 릴리스 간에 업데이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 * Azure Marketplace * 구독: Cloud Manager가 Cloud Volumes ONTAP의 프로그래밍 방식 배포를 활성화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0. * 기본 스토리지 리소스 *: 초기 애그리게이트의 설정(디스크 유형, 각 디스크의 크기, Blob 스토리지까지 데이터
계층화 활성화 여부)을 선택합니다.

디스크 유형은 초기 볼륨입니다. 이후 볼륨에 대해 다른 디스크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크기는 초기 애그리게이트의 모든 디스크와 단순 프로비저닝 옵션을 사용할 때 Cloud Manager가 생성하는
추가 애그리게이트의 경우 모두 사용됩니다. 고급 할당 옵션을 사용하여 다른 디스크 크기를 사용하는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유형과 크기를 선택하는 방법은 을 참조하십시오 "Azure에서 시스템 사이징".

11. * 쓰기 속도 및 WORM *: * 일반 * 또는 * 고속 * 쓰기 속도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WORM(Write Once, Read

Many) 스토리지를 활성화합니다.

쓰기 속도 선택은 단일 노드 시스템에서만 지원됩니다.

"쓰기 속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WORM 스토리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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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볼륨 생성 *: 새 볼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하거나 * 건너뛰기 * 를 클릭합니다.

iSCSI를 사용하려면 이 단계를 건너뛰어야 합니다. Cloud Manager를 사용하면 NFS 및 CIFS에 대해서만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일부 필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지침이 필요한 필드를 설명합니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크기 입력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씬 프로비저닝의 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용 가능한 물리적 스토리지보다 더 큰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NFS에만
해당)

엑스포트 정책은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서브넷의 클라이언트를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Cloud Manager는 서브넷의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권한 및 사용자/그룹(CIFS

전용)

이러한 필드를 사용하면 사용자 및 그룹의 공유에 대한 액세스 수준(액세스 제어 목록
또는 ACL라고도 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컬 또는 도메인 Windows 사용자 또는
그룹, UNIX 사용자 또는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Windows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domain\username 형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도메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스냅샷 정책 스냅샷 복사본 정책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NetApp 스냅샷 복사본의 수와 빈도를
지정합니다. NetApp 스냅샷 복사본은 성능 영향이 없고 최소한의 스토리지가 필요한
시점 파일 시스템 이미지입니다. 기본 정책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의 tempdb와 같이 임시 데이터에 대해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CIFS 프로토콜에 대해 작성된 볼륨 페이지를 보여 줍니다.

13. * CIFS 설정 *: CIFS 프로토콜을 선택한 경우 CIFS 서버를 설정합니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DNS 기본 및 보조 IP 주소 CIFS 서버에 대한 이름 확인을 제공하는 DNS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나열된 DNS

서버에는 CIFS 서버가 연결할 도메인의 Active Directory LDAP 서버 및 도메인
컨트롤러를 찾는 데 필요한 서비스 위치 레코드(SRV)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할 Active Directory
도메인입니다

CIFS 서버를 연결할 AD(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FQD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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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도메인에 가입하도록
승인된 자격 증명입니다

AD 도메인 내의 지정된 OU(조직 구성 단위)에 컴퓨터를 추가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Windows 계정의 이름 및 암호입니다.

CIFS 서버 NetBIOS
이름입니다

AD 도메인에서 고유한 CIFS 서버 이름입니다.

조직 구성 단위 CIFS 서버와 연결할 AD 도메인 내의 조직 단위입니다. 기본값은
CN=Computers입니다. Azure AD 도메인 서비스를 Cloud Volumes ONTAP용 AD

서버로 구성하려면 이 필드에 * OU=ADDC 컴퓨터 * 또는 * OU=ADDC 사용자 * 를
입력해야 합니다.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ctive-directory-

domain-services/create-ou["Azure 설명서: Azure AD 도메인 서비스 관리 도메인에
OU(조직 구성 단위)를 만듭니다"^]

DNS 도메인 SVM(Cloud Volumes ONTAP 스토리지 가상 머신)용 DNS 도메인 대부분의 경우
도메인은 AD 도메인과 동일합니다.

NTP 서버 Active Directory DNS를 사용하여 NTP 서버를 구성하려면 * Active Directory

도메인 사용 * 을 선택합니다. 다른 주소를 사용하여 NTP 서버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Cloud Manager API 개발자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를 참조하십시오.

14. * Usage Profile, Disk Type, Tiering Policy *: 스토리지 효율성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계층화
정책을 변경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볼륨 사용 프로필 이해" 및 "데이터 계층화 개요".

15. * 검토 및 승인 *: 선택 사항을 검토 및 확인합니다.

a.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b. Cloud Manager가 구매할 지원 및 Azure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검토하려면 * 추가 정보 * 를 클릭합니다.

c. 이해함…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d. Go * 를 클릭합니다.

결과

Cloud Manager는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배포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를 검토합니다. 작업 환경을 선택하고 * 환경
다시 작성 * 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Cloud Volumes ONTAP 지원".

작업을 마친 후

• CIFS 공유를 프로비저닝한 경우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 권한을 제공하고 해당 사용자가 공유를
액세스하고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볼륨에 할당량을 적용하려면 System Manager 또는 CLI를 사용하십시오.

할당량을 사용하면 사용자, 그룹 또는 qtree가 사용하는 파일 수와 디스크 공간을 제한하거나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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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P에서 Cloud Volumes ONTAP를 시작합니다

작업 환경을 생성하여 GCP에서 단일 노드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구성을 선택하고 관리자로부터 GCP 네트워킹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Cloud

Volumes ONTAP 구성 계획".

• BYOL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각 노드에 대해 20자리의 일련 번호(라이센스 키)가 필요합니다.

단계

1. [[subscribe]([구독]) 작업 환경 페이지에서 * Create Cloud Volumes ONTAP * (생성 *)를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2. * 작업 환경 정의 *: * 계속 * 을 클릭합니다.

3. * Cloud Volumes ONTAP 구독 *: 메시지가 표시되면 GCP 마켓플레이스에서 Cloud Volumes ONTAP을
구독하십시오.

다음 비디오에서는 구독 프로세스를 보여 줍니다.

► https://docs.netapp.com/ko-kr/occm37//media/video_subscribing_gcp.mp4 (video)

4. * 세부 정보 및 자격 증명 *: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클러스터 이름을 지정한 다음 선택적으로 레이블을 추가하고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지침이 필요한 필드를 설명합니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Google Cloud 프로젝트 Cloud Volumes ONTAP가 상주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기본 프로젝트는 Cloud

Manager가 상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 추가 프로젝트가 표시되지 않으면 Cloud Manager 서비스 계정을
다른 프로젝트와 연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Google Cloud 콘솔로 이동하여 IAM

서비스를 열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Cloud Manager 역할이 있는 서비스 계정을
해당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해야 합니다.

Cloud Manager에 대해 설정한 서비스 계정입니다. "이 페이지의
4b단계에서 설명한 대로".

작업 환경 이름 Cloud Manager에서는 작업 환경 이름을 사용하여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과 GCP VM 인스턴스 모두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또한 이 옵션을 선택하면
미리 정의된 보안 그룹의 접두사로 이름이 사용됩니다.

레이블 추가 레이블은 GCP 리소스에 대한 메타데이터입니다. Cloud Manager는 시스템에
연결된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 및 GCP 리소스에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작업 환경을 만들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최대 4개의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만든 후에 레이블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API는 작업 환경을 만들 때
레이블을 네 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레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Google Cloud 설명서: 라벨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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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자격 증명 Cloud Volumes ONTAP 클러스터 관리자 계정의 자격 증명입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System Manager 또는 CLI를 통해 Cloud Volumes ONTAP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5. * 위치 및 연결 *: 위치를 선택하고 방화벽 정책을 선택한 다음 확인란을 선택하여 데이터 계층화를 위해 Google

Cloud 스토리지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합니다.

콜드 데이터를 Google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에 계층화하려면 Cloud Volumes ONTAP가 상주하는 서브넷이
프라이빗 Google 액세스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Google Cloud 설명서: 개인
Google Access 구성".

6. * 라이센스 및 지원 사이트 계정 *: 용량제 또는 BYOL 중 무엇을 사용할지 지정한 다음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을 지정합니다.

라이센스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싱".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데 선택 사항이지만 BYOL 시스템에는 필요합니다.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7. * 사전 구성된 패키지 *: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신속하게 배포하거나 *

고유한 구성 만들기 * 를 클릭합니다.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볼륨을 지정한 다음 구성을 검토 및 승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8. * 라이선스 *: 필요에 따라 Cloud Volumes ONTAP 버전을 변경하고 라이선스를 선택한 다음 가상 머신 유형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을 시작한 후 요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나중에 라이센스 또는 가상 시스템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버전에 대해 새로운 출시 후보, 일반 가용성 또는 패치 릴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Cloud

Manager는 작업 환경을 생성할 때 시스템을 해당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Cloud

Volumes ONTAP 9.5 RC1 및 9.5 GA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업데이트가 발생합니다. 9.4에서
9.5와 같이 릴리스 간에 업데이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 * 기본 스토리지 리소스 *: 초기 애그리게이트의 설정(디스크 유형, 각 디스크의 크기, 데이터 계층화 활성화 여부)을
선택합니다.

디스크 유형은 초기 볼륨입니다. 이후 볼륨에 대해 다른 디스크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크기는 초기 애그리게이트의 모든 디스크와 단순 프로비저닝 옵션을 사용할 때 Cloud Manager가 생성하는
추가 애그리게이트의 경우 모두 사용됩니다. 고급 할당 옵션을 사용하여 다른 디스크 크기를 사용하는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유형과 크기를 선택하는 방법은 을 참조하십시오 "GCP에서 시스템 사이징".

10. * 쓰기 속도 및 WORM *: * 일반 * 또는 * 고속 * 쓰기 속도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WORM(Write Once, Read

Many) 스토리지를 활성화합니다.

"쓰기 속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WORM 스토리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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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볼륨 생성 *: 새 볼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하거나 * 건너뛰기 * 를 클릭합니다.

iSCSI를 사용하려면 이 단계를 건너뛰어야 합니다. Cloud Manager를 사용하면 NFS 및 CIFS에 대해서만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일부 필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지침이 필요한 필드를 설명합니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크기 입력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씬 프로비저닝의 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용 가능한 물리적 스토리지보다 더 큰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NFS에만
해당)

엑스포트 정책은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서브넷의 클라이언트를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Cloud Manager는 서브넷의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권한 및 사용자/그룹(CIFS

전용)

이러한 필드를 사용하면 사용자 및 그룹의 공유에 대한 액세스 수준(액세스 제어 목록
또는 ACL라고도 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컬 또는 도메인 Windows 사용자 또는
그룹, UNIX 사용자 또는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Windows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domain\username 형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도메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스냅샷 정책 스냅샷 복사본 정책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NetApp 스냅샷 복사본의 수와 빈도를
지정합니다. NetApp 스냅샷 복사본은 성능 영향이 없고 최소한의 스토리지가 필요한
시점 파일 시스템 이미지입니다. 기본 정책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의 tempdb와 같이 임시 데이터에 대해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CIFS 프로토콜에 대해 작성된 볼륨 페이지를 보여 줍니다.

12. * CIFS 설정 *: CIFS 프로토콜을 선택한 경우 CIFS 서버를 설정합니다.

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DNS 기본 및 보조 IP 주소 CIFS 서버에 대한 이름 확인을 제공하는 DNS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나열된 DNS

서버에는 CIFS 서버가 연결할 도메인의 Active Directory LDAP 서버 및 도메인
컨트롤러를 찾는 데 필요한 서비스 위치 레코드(SRV)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할 Active Directory
도메인입니다

CIFS 서버를 연결할 AD(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FQD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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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입력합니다 설명

도메인에 가입하도록
승인된 자격 증명입니다

AD 도메인 내의 지정된 OU(조직 구성 단위)에 컴퓨터를 추가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Windows 계정의 이름 및 암호입니다.

CIFS 서버 NetBIOS
이름입니다

AD 도메인에서 고유한 CIFS 서버 이름입니다.

조직 구성 단위 CIFS 서버와 연결할 AD 도메인 내의 조직 단위입니다. 기본값은
CN=Computers입니다.

DNS 도메인 SVM(Cloud Volumes ONTAP 스토리지 가상 머신)용 DNS 도메인 대부분의 경우
도메인은 AD 도메인과 동일합니다.

NTP 서버 Active Directory DNS를 사용하여 NTP 서버를 구성하려면 * Active Directory

도메인 사용 * 을 선택합니다. 다른 주소를 사용하여 NTP 서버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Cloud Manager API 개발자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를 참조하십시오.

13. * Usage Profile, Disk Type, Tiering Policy *: 스토리지 효율성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계층화
정책을 변경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볼륨 사용 프로필 이해" 및 "데이터 계층화 개요".

14. * Google Cloud Platform Account for Data Tiering *: Google Cloud Platform 계정에 상호 운용 가능한
스토리지 액세스 키를 제공하여 데이터 계층화를 설정합니다. 데이터 계층화를 비활성화하려면 * Skip * (건너뛰기
*)을 클릭합니다.

이 키를 통해 Cloud Manager에서 데이터 계층화를 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Cloud Manager에 GCP 계정 설정 및 추가".

15. * 검토 및 승인 *: 선택 사항을 검토 및 확인합니다.

a.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b. Cloud Manager가 구매할 지원 및 GCP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검토하려면 * 자세히 정보 * 를 클릭합니다.

c. 이해함…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d. Go * 를 클릭합니다.

결과

Cloud Manager는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배포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를 검토합니다. 작업 환경을 선택하고 * 환경
다시 작성 * 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NetApp Cloud Volumes ONTAP 지원".

작업을 마친 후

• CIFS 공유를 프로비저닝한 경우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 권한을 제공하고 해당 사용자가 공유를
액세스하고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볼륨에 할당량을 적용하려면 System Manager 또는 CLI를 사용하십시오.

할당량을 사용하면 사용자, 그룹 또는 qtree가 사용하는 파일 수와 디스크 공간을 제한하거나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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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종량제 시스템을 등록하는 중입니다

NetApp의 지원은 Cloud Volumes ONTAP Explore, Standard 및 Premium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만, 먼저 NetApp에 시스템을 등록하여 지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단계

1.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을 Cloud Manager에 아직 추가하지 않은 경우 * 계정 설정 * 으로 이동하여 지금
추가하십시오.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2. 작업 환경 페이지에서 등록할 시스템의 이름을 두 번 클릭합니다.

3.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 지원 등록 * 을 클릭합니다.

4. NetApp Support 사이트 계정을 선택하고 * Register * 를 클릭합니다.

결과

Cloud Manager가 시스템을 NetApp에 등록합니다.

Cloud Volumes ONTAP 설정

Cloud Volumes ONTAP를 구축한 후에는 NTP를 사용하여 시스템 시간을 동기화하고 System

Manager 또는 CLI에서 몇 가지 선택적 작업을 수행하여 시스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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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NTP를 사용하여 시스템 시간을
동기화합니다

NTP 서버를 지정하면 네트워크 시스템 간의 시간이 동기화되어 시간 차이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CIFS 서버를 설정할 때 Cloud Manager API를 사용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NTP 서버를 지정합니다.

• "CIFS 서버 수정"

• "Cloud Manager API 개발자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AWS의 단일 노드 시스템에 대한 API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 사항: AutoSupport를
구성합니다

AutoSupport은 시스템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본적으로 NetApp

기술 지원 팀에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냅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하기 전에 계정
관리자가 프록시 서버를 Cloud Manager에 추가한 경우 Cloud Volumes

ONTAP은 해당 프록시 서버를 AutoSupport 메시지에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AutoSupport를 테스트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ystem Manager 도움말 또는 을 참조하십시오 "ONTAP 9 시스템 관리
참조".

선택 사항: EMS를 구성합니다 EMS(이벤트 관리 시스템)는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표시합니다. 이벤트 알림을 수신하려면 이벤트
대상(이메일 주소, SNMP 트랩 호스트 또는 syslog 서버)과 이벤트 경로를 특정
이벤트 심각도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CLI를 이용하여 EMS를 구성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ONTAP 9 EMS 구성 익스프레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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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선택 사항: 여러 AWS 가용성
영역의 HA 시스템을 위한 SVM

관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LIF)를
생성합니다

Windows용 SnapCenter 또는 SnapDrive를 HA 쌍으로 사용하려면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SVM) 관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LIF)가 필요합니다. 여러 AWS

가용성 영역에서 HA 쌍을 사용할 때는 SVM 관리 LIF에서 _floating_IP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HA 쌍을 시작할 때 Cloud Manager에서 부동 IP 주소를 지정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IP 주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System Manager 또는 CLI에서 직접
SVM 관리 LIF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CLI에서 LIF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work interface create -vserver svm_cloud -lif

svm_mgmt -role data -data-protocol none -home-node

cloud-01 -home-port e0a -address 10.0.2.126

-netmask 255.255.255.0 -status-admin up -firewall

-policy mgmt

선택 사항: 구성 파일의 백업
위치를 변경합니다

Cloud Volumes ONTAP는 올바르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구성 가능한 옵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구성 백업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기본적으로 Cloud

Volumes ONTAP는 8시간마다 파일을 Cloud Manager 호스트에 백업합니다.

백업을 대체 위치로 전송하려면 데이터 센터 또는 AWS에서 위치를 FTP 또는
HTTP 서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S 스토리지 시스템의 백업 위치가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CLI를 사용하여 백업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ONTAP 9 시스템 관리 참조".

30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sag/home.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sag/home.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sag/home.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sag/home.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sag/home.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sag/home.html
http://docs.netapp.com/ontap-9/topic/com.netapp.doc.dot-cm-sag/home.html


저작권 정보

Copyright © 2023 NetApp, Inc. All Rights Reserved. 미국에서 인쇄됨 본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저작권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식이나 수단(복사, 녹음, 녹화 또는 전자 검색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비롯한 그래픽,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NetApp이 저작권을 가진 자료에 있는 소프트웨어에는 아래의 라이센스와 고지사항이 적용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NetApp에 의해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NetApp은 대체품 또는 대체 서비스의 조달, 사용
불능, 데이터 손실, 이익 손실, 영업 중단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접 및 간접 손해, 우발적 손해, 특별 손해, 징벌적 손해, 결과적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그 발생 이유, 책임론, 계약
여부, 엄격한 책임, 불법 행위(과실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NetApp은 본 문서에 설명된 제품을 언제든지 예고 없이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NetApp은 NetApp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문서에 설명된 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제품의 사용 또는 구매의 경우 NetApp에서는 어떠한 특허권, 상표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이 적용되는 라이센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설명서에 설명된 제품은 하나 이상의 미국 특허, 해외 특허 또는 출원 중인 특허로 보호됩니다.

제한적 권리 표시: 정부에 의한 사용, 복제 또는 공개에는 DFARS 252.227-7013(2014년 2월) 및 FAR 52.227-

19(2007년 12월)의 기술 데이터-비상업적 품목에 대한 권리(Rights in Technical Data -Noncommercial Items)

조항의 하위 조항 (b)(3)에 설명된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데이터는 상업용 제품 및/또는 상업용 서비스(FAR 2.101에 정의)에 해당하며 NetApp, Inc.의 독점
자산입니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NetApp 기술 데이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상업용이며 개인
비용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데이터가 제공된 미국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을 지원하는 데에만 데이터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취소 불가능한 라이센스를 제한적으로
가집니다. 여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NetApp, Inc.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 데이터를 사용, 공개, 재생산, 수정,

수행 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대한 정부 라이센스는 DFARS 조항 252.227-7015(b)(2014년 2월)에
명시된 권한으로 제한됩니다.

상표 정보

NETAPP, NETAPP 로고 및 http://www.netapp.com/TM에 나열된 마크는 NetApp, Inc.의 상표입니다. 기타 회사 및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31

http://www.netapp.com/TM

	Cloud Volumes ONTAP 구축 : Cloud Manager 3.7
	목차
	Cloud Volumes ONTAP 구축
	Cloud Volumes ONTAP 시스템을 생성하기 전에
	Cloud Manager에 로그인
	Cloud Volumes ONTAP 구성 계획
	Cloud Manager 시스템 ID 찾기
	Cloud Volumes ONTAP에서 Flash Cache 활성화
	AWS에서 Cloud Volumes ONTAP 실행
	Azure에서 Cloud Volumes ONTAP 실행
	GCP에서 Cloud Volumes ONTAP를 시작합니다
	선불 종량제 시스템을 등록하는 중입니다
	Cloud Volumes ONTAP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