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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를 사용하여 7-Mode 구성의 전환 사용자 지정

기본적으로 7-Mode 구성은 모두 ONTAP로 전환됩니다. 7-Mode 전환 툴 CLI를 사용하여 일부
또는 전체 볼륨, NFS, CIFS, SAN 및 네임 서비스 구성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7-Mode

NFS 엑스포트 규칙과 스냅샷 스케줄을 통합하고, 타겟 SVM에서 기존 NFS 엑스포트 정책과
스냅샷 정책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을 적용하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모든 수정 사항이 무시됩니다.

7-Mode 전환 툴에서 제외된 구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7-Mode 구성이 전환을 위해 선택됩니다.

모든 구성에서 사전 점검을 실행한 다음, 후속 사전 점검을 실행하는 데 하나 이상의 구성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전환을 통해 제외되는 구성과 이후에 건너뛴 사전 점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계

• 구성 제외 및 확인:

a. 구성 제외: + `* transition CBT property-set-p_project_name_-n_config_property_name_-v TRUE * '

'config_property_name'은(는) 제외할 구성입니다.

전이를 제외할 수 있는 설정

a. 구성을 제외하도록 설정된 속성 값을 확인합니다.

'* 전이 CBT 속성 - get-p_project_name_-n_config_property_name_*'

• 전환을 위한 NFS 엑스포트 규칙 통합:

◦ 유사한 7-Mode NFS 내보내기 규칙을 clustered Data ONTAP의 단일 내보내기 정책에 통합합니다. 이 정책은
전환된 볼륨 또는 qtree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 transition CBT property-set-p_project_name_-n_nfs-

Consolidate-similiar-7mode-exports_-v true *

NFS-Consolidate-similiar-7mode-exports 속성이 false로 설정되어 있으면 7-Mode Transition Tool은 7-

Mode NFS 내보내기 규칙마다 ONTAP에서 새 NFS 내보내기 정책을 생성합니다.

◦ 툴에서 생성할 엑스포트 정책과 일치하는 SVM에서 기존 NFS 엑스포트 정책을 다시 사용하십시오. 전환 CBT

속성 세트 -p_project_name_-n_nfs-reuse-matching-svm-export-policies_-v TRUE * "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환을 위한 스냅샷 일정 통합:

◦ 유사한 7-Mode 스냅샷 스케줄을 ONTAP의 단일 스냅샷 정책에 통합하십시오. 이 정책은 + " * transition CBT

property-set-p_project_name_-n_Consolidate-similar-7mode-snapshot-policies_-v true *"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Consolidate-similar-7mode-snapshot-policies' 속성이 false로 설정되어 있으면 7-Mode 전환 툴은 각
스냅샷 일정에 대해 ONTAP에서 새 스냅샷 정책을 생성합니다.

◦ 툴에서 생성할 스냅샷 정책과 일치하는 SVM에서 기존 스냅샷 정책을 다시 사용합니다. 이 정책은 전환된
볼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 transition CBT property-set-p_project_name_-n_reuse-matching-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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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policies_-v true *"

전이를 제외할 수 있는 설정

7-Mode 전환 툴 CLI의 'Transition CBT 속성 세트' 명령으로 속성 이름을 지정하여 NFS, CIFS,

SAN 및 네임 서비스 구성에 대한 일부 볼륨 레벨 또는 SVM 레벨 구성을 제외하고 구성 전환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NFS 를 참조하십시오

제외할 7-Mode 구성입니다 속성 이름

엑스포트 정책 nfs-exports-transition 무시

NFS 옵션 nore-nfs-options-transition

모든 NFS 구성 nore-all-nfs-configurations-transition

CIFS를 선택합니다

제외할 7-Mode 구성입니다 속성 이름

로컬 사용자 및 그룹 'ignore-local-users-groups-transition'

홈 디렉토리 경로 ignore-cifs-home-directory-paths-transition

심볼 링크 'ignore-cifs-symlinks-transition

Widelink 'ignore-cifs-wizelink-transition

ACL 공유 및 공유 ignore-cifs-공유 및-acs-전환

CIFS 옵션 'ignore-cifs-options-transition

이름 매핑 ignore-cifs-name-mapping-transition입니다

구성을 감사합니다 ignore-cifs-audit-transition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 목록 'ignore-cifs-preferred-domain-controllers-list-transition

모든 CIFS 구성 'ignore-all-cifs-configurations-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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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 서비스

제외할 7-Mode 구성입니다 속성 이름

넷그룹 무시넷그룹-전이

Unix 사용자 및 그룹 'ignore-unix-users-groups-transition'

NIS를 선택합니다 'nore-NIS-transition'

DNS DNS 전이를 무시한다

LDAP를 지원합니다 'ignore-ldap-transition'

'/etc/nsswitch.conf' 파일입니다 nsswitch-transition을 무시합니다

LDAP 기반 사용자 매핑 nmswitch-transition 무시

'/etc/hosts' 파일 '무시-etc-hosts-transition'

모든 네임 서비스 구성 'ignore-all-nameservices-configurations-transition

산

제외할 7-Mode 구성입니다 속성 이름

Igroup 및 LUN 매핑 'ignore-igroup-and-lunmapping-transition

모든 설정 'ignore-all-san-configurations-transition'

Snapshot 스케줄

제외할 7-Mode 구성입니다 속성 이름

Snapshot 스케줄 ignore-snapshot-schedule-transition을 참조하십시오

이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기본' 스냅샷
정책이 전환된 볼륨에 적용됩니다.

• 관련 정보 *

ONTAP로의 전환을 위해 지원 및 지원되지 않는 CIFS 구성

NFS 전환: 지원되는 구성과 지원되지 않는 구성, 필요한 수동 단계

3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ci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nfs_configurations_supported_unsupported_or_requiring_manual_steps_for_transition.html


이름 서비스 전환: 지원되는 구성과 지원되지 않는 구성 및 필요한 수동 단계

SAN 전환: 지원되는 구성과 지원되지 않는 구성 및 필요한 수동 단계

전환을 위한 NFS 엑스포트 규칙 및 스냅샷 일정 통합의 예

7-Mode 엑스포트 규칙과 7-Mode 스냅샷 스케줄이 ONTAP의 단일 NFS 엑스포트 정책과 단일
스냅샷 정책에 통합되는 방식의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정책이 타겟 SVM에서
일치하는 기존 정책을 재사용 또는 재사용하지 않고 전환된 볼륨 또는 qtree에 할당되는 방식을
이해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전환을 위한 NFS 엑스포트 규칙의 통합 예

• 전환 전 7-Mode 및 ONTAP의 NFS 엑스포트 규칙 *

• 7-Mode 엑스포트 규칙 *

/vol/vol1       -sec=sys,rw,nosuid

/vol/vol2       -sec=sys,rw,nosuid

/vol/vol3       -sec=sys,rw,nosuid

• ONTAP * 에 존재하는 정책을 내보냅니다

cluster-2::> vserver export-policy show -vserver vs1

Vserver          Polic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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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1              default

vs1              export_policy_1

기존 엑스포트 정책 엑스포트 정책 엑스포트 정책_정책_1에는 다음과 같은 엑스포트 규칙이 있습니다.

cluster-2::> vserver export-policy rule show -vserver vs1 -policyname

export_policy_1

             Policy          Rule    Access   Client                RO

Vserver      Name            Index   Protocol Match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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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s1          export_policy_1 1       nfs      0.0.0.0/0             sys

• 통합을 통한 전환 후 ONTAP에서 정책 내보내기(재사용 없음) *

볼륨 vol1, vol2 및 vol3은 7-Mode에서 내보내기 규칙이 비슷하므로 새로운 통합 엑스포트 정책인
transition_export_policy_1이 전환 후 다음 볼륨에 할당됩니다.

4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upported_and_unsupported_name_services_configuration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7mode-transition/copy-based/concept_san_transition_supported_and_unsupported_configurations_and_required_manual_steps.html


cluster-2::> vserver export-policy show -vserver vs1

Vserver          Polic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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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1              default

vs1              export_policy_1

vs1              transition_export_policy_1

3 entries were displayed.

cluster-2::> vserver export-policy rule show -vserver vs1 -policyname

transition_export_policy_1

             Policy          Rule    Access   Client                RO

Vserver      Name            Index   Protocol Match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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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s1          transition_export_policy_1

                             1       nfs      0.0.0.0/0             sys

cluster-2::> volume show -vserver vs1 -volume vol1,vol2,vol3 -fields

policy

vserver volum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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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1     vol1   transition_export_policy_1

vs1     vol2   transition_export_policy_1

vs1     vol3   transition_export_policy_1

3 entries were displayed.

• 통합 및 재사용으로 전환 후 ONTAP에서 정책을 내보냅니다 *

볼륨 vol1, vol2 및 vol3은 7-Mode에서 유사한 엑스포트 규칙을 사용하므로 전환 후 통합 엑스포트 정책이 이러한
볼륨에 할당됩니다. 7-Mode 엑스포트 규칙과 일치하는 엑스포트 정책인 export_policy_1은 SVM에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다음 볼륨에 적용됩니다.

cluster-2::> vserver export-policy show -vserver vs1

Vserver          Polic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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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1              default

vs1              export_policy_1

2 entries were dis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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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2::> vserver export-policy rule show -vserver vs1 -policyname

export_policy_1

             Policy          Rule    Access   Client                RO

Vserver      Name            Index   Protocol Match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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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s1          export_policy_1 1       nfs      0.0.0.0/0             sys

cluster-2::> volume show -vserver vs1 -volume vol1,vol2,vol3 -fields

policy

vserver volum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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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1     vol1   export_policy_1

vs1     vol2   export_policy_1

vs1     vol3   export_policy_1

3 entries were displayed.

전환을 위한 스냅샷 정책 통합의 예

• 전환 전 7-Mode 및 ONTAP의 스냅샷 일정 *

• 7-Mode 일정 *

7-Mode 볼륨 7-Mode 스냅샷 스케줄입니다

볼륨1 0 2 4 @ 8,12,16,20(주간 스냅샷 복사본: 0, 일별 스냅샷
복사본: 2, 시간별 스냅샷 복사본: 2, 4, 8, 12, 16, 20시간)

볼륨2 0 2 4 @ 8,12,16,20

볼륨3 0 2 4 @ 8,12,16,20

볼륨4 1 2 3 @ 8,12,16(주간 스냅샷 복사본: 1, 일별 스냅샷
복사본: 2, 시간별 스냅샷 복사본: 3, 8,12,16시간)

볼륨5 2 2 3 @ 8,12,16(주간 스냅샷 복사본: 2, 일별 스냅샷
복사본: 2, 시간별 스냅샷 복사본: 3, 8,12,16시간)

• ONTAP * 에 스냅샷 정책이 존재합니다

스냅샷 정책 이름입니다 정책 세부 정보

예약주 매주, 카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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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 정책 이름입니다 정책 세부 정보

일정\lailyHourly4 • 일정 세부 정보 *

• 일정1: 매일, 날짜1:2

• 일정2: 시간별, 날짜2:4 매 8, 12, 16, 20시간

일정 시간1 8, 12, 16, 20시간의 매시간, 수: 4

• 통합을 통한 전환 후 ONTAP의 스냅샷 정책(재사용 없음) *

7-Mode 볼륨 7-Mode 스냅샷 스케줄입니다 ONTAP의 스냅샷 정책

볼륨1 0 2 4 @ 8,12,16,20(주간 스냅샷
복사본: 0, 일별 스냅샷 복사본: 2,

시간별 스냅샷 복사본: 8, 12, 16,

20시간의 경우 4)

• vol1, vol2 및 vol3에 대한 통합
정책 *

• 이름:

transition_snapshot_policy_0

• 일정 세부 정보

◦ 일정1: 매일, 날짜1:2

◦ 일정2: 시간별, 날짜2:4 매 8,

12, 16, 20시간

볼륨2 0 2 4 @ 8,12,16,20 볼륨3

0 2 4 @ 8,12,16,20 볼륨4 1 2 3 @ 8,12,16(주간 스냅샷 복사본:

1, 일별 스냅샷 복사본: 2, 시간별
스냅샷 복사본: 3, 8,12,16시간)

• 이름:

transition_snapshot_policy_1

• 일정 세부 정보

◦ 일정1: 매주, 날짜1:1

◦ 일정2: 일별, 날짜2:2

◦ 일정3: hourly, count3:3 매
8,12,16시간

볼륨5 2 2 3 @ 8,12,16(주간 스냅샷 복사본:

2, 일별 스냅샷 복사본: 2, 시간별
스냅샷 복사본: 3, 8,12,16시간)

• 통합 및 재사용으로 전환 후 ONTAP의 스냅샷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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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ode 볼륨 7-Mode 스냅샷 스케줄입니다 ONTAP의 스냅샷 정책

볼륨1 0 2 4 @ 8,12,16,20(주간 스냅샷
복사본: 0, 일별 스냅샷 복사본: 2,

시간별 스냅샷 복사본: 2, 4, 8, 12, 16,

20시간)

기존 ONTAP 정책이 다시 사용되는
vol1, vol2 및 vol3에 대한 통합
정책입니다

이름: ScheduleDailyHourly4

볼륨2 0 2 4 @ 8,12,16,20 볼륨3

0 2 4 @ 8,12,16,20 볼륨4 1 2 3 @ 8,12,16(주간 스냅샷 복사본:

1, 일별 스냅샷 복사본: 2, 시간별
스냅샷 복사본: 3, 8,12,16시간)

• 이름:

transition_snapshot_policy_1

• 일정 세부 정보

◦ 일정1: 매주, 날짜1:1

◦ 일정2: 일별, 날짜2:2

◦ 일정3: hourly, count3:3 매
8,12,16시간

볼륨5 2 2 3 @ 8,12,16(주간 스냅샷 복사본:

2, 일별 스냅샷 복사본: 2, 시간별
스냅샷 복사본: 3, 8,12,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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