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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드 MetroCluster FC 구성을 4노드 구성으로
확장합니다

2노드 MetroCluster FC 구성을 4노드 구성으로 확장

2노드 MetroCluster FC 구성을 4노드 MetroCluster FC 구성으로 확장하는 경우 각 클러스터에
컨트롤러를 추가하여 각 MetroCluster 사이트에서 HA 쌍을 구성하고 MetroCluster FC 구성을
새로 고칩니다.

시작하기 전에

• 노드는 MetroCluster FC 구성에서 ONTAP 9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이전 버전의 ONTAP 또는 MetroCluster IP 구성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2노드 구성의 플랫폼이 ONTAP 9.2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ONTAP 9.2_and_Expand에서 지원되는 플랫폼으로
4-노드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하려면 MetroCluster FC 구성을 확장하기_전에_2노드 구성의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 기존 MetroCluster FC 구성이 양호해야 합니다.

• 추가하려는 장비가 지원되어야 하며 다음 절차에 설명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패브릭 연결 MetroCluster 설치 및 구성"

"스트레치 MetroCluster 설치 및 구성"

• 새 컨트롤러와 새 브리지를 수용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FC 스위치 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 FTP 또는 SCP 서버에 대한 액세스 및 관리자 암호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이 절차는 MetroCluster FC 구성에만 적용됩니다.

• 이 절차는 중단되며 완료하는 데 약 4시간이 걸립니다.

• 이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MetroCluster FC 구성은 다음 두 개의 단일 노드 클러스터로 구성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한 후 MetroCluster FC 구성은 각 사이트에 있는 2개의 HA 쌍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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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이트 모두 동일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MetroCluster 구성은 불균등한 노드 수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 이 절차는 사이트당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디스크 초기화 및 새 노드 netbooting 등의 작업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디스크를 초기화하는 시간은 디스크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 이 절차에서는 다음 워크플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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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luster 구성 상태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기존 컨트롤러를 식별하고 이러한 컨트롤러 간의 DR(재해 복구) 관계, 컨트롤러가 정상 모드이고
애그리게이트가 미러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1. 구성의 모든 노드에서 MetroCluster 구성에 있는 노드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MetroCluster node show-fields node, dr-partner, dr-partner-systemid’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출력에서는 이 MetroCluster 구성에 단일 DR 그룹과 각 클러스터에 하나의 노드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cluster_A::> metrocluster node show -fields node,dr-partner,dr-partner-

systemid

dr-group-id  cluster         node            dr-partner      dr-partner-

syste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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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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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luster_A       controller_A_1  controller_B_1  536946192

1            cluster_B       controller_B_1  controller_A_1  536946165

2 entries were displayed.

2. MetroCluster 구성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MetroCluster 쇼

다음 출력에서는 MetroCluster 구성의 기존 노드가 정상 모드임을 보여 줍니다.

cluster_A::> metrocluster show

Configuration: two-node-fabric

Cluster                        Entry Nam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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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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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cluster_A               Configuration State    configured

                               Mode                   normal

                               AUSO Failure Domain    auso-on-cluster-

disaster

Remote: controller_B_1_siteB

                               Configuration State    configured

                               Mode                   normal

                               AUSO Failure Domain    auso-on-cluster-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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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roCluster 구성에서 각 노드의 애그리게이트 상태를 확인합니다.

'스토리지 집계 쇼'

다음 출력에서는 cluster_a의 애그리게이트가 온라인 상태이고 미러링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cluster_A::> storage aggregate show

Aggregate                Size     Available Used%  State   #Vols  Nodes

RAID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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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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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r0_controller_A_1_0   1.38TB   68.63GB   95%    online    1

controller_A_1   raid_dp,mirrored

controller_A_1_aggr1     4.15TB   4.14TB    0%     online    2

controller_A_1   raid_dp,mirrored

controller_A_1_aggr2     4.15TB   4.14TB    0%     online    1

controller_A_1   raid_dp,mirrored

3 entries were displayed.

cluster_A::>

MetroCluster 구성에 노드를 추가하기 전에 사용자 지정
AutoSupport 메시지를 보냅니다

NetApp 기술 지원 팀에 유지보수 진행 중임을 알리는 AutoSupport 메시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가 진행 중임을 기술 지원 부서에 알리는 것은 운영 중단이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사례가 열리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은 각 MetroCluster 사이트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단계

1. Site_A에서 클러스터에 로그인합니다

2. 유지 관리의 시작을 나타내는 AutoSupport 메시지를 호출합니다.

'시스템 노드 AutoSupport invoke-node * -type all-message maINT=_maintenance -window-in-hours'

유지보수 윈도우 시간(main유지보수-window-in-hours) 매개변수는 유지보수 윈도우의 길이를 지정하며 최대
72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유지 관리를 완료하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유지 관리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System node AutoSupport invoke-node * -type all-message maIN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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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트너 사이트에서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패브릭 연결 MetroCluster 구성에 컨트롤러 모듈을 추가할 때 새
컨트롤러 포트에 대한 조닝(zoning)입니다

FC 스위치 조닝은 새로운 컨트롤러 연결을 수용해야 합니다. NetApp에서 제공한 참조 구성
파일(RCFs)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구성한 경우 조닝이 사전 구성이므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FC 스위치를 수동으로 구성한 경우 새 컨트롤러 모듈의 이니시에이터 연결에 대해 조닝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
조닝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패브릭 연결 MetroCluster 설치 및 구성".

각 클러스터에 새 컨트롤러 모듈을 추가합니다

각 클러스터에 새 컨트롤러 모듈 추가

각 사이트에 새 컨트롤러 모듈을 추가하여 각 사이트에 HA 쌍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이트에서 올바른 순서로 수행해야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다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업그레이드 키트의 일부로 NetApp으로부터 새 컨트롤러 모듈을 받아야 합니다.

새 컨트롤러 모듈의 PCIe 카드가 호환되고 새 컨트롤러 모듈에서 지원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s://["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 단일 섀시 HA 쌍(두 컨트롤러 모듈이 동일한 섀시에 상주하는 HA 쌍)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시스템이 새 컨트롤러
모듈에 사용할 수 있는 빈 슬롯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이 구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ONTAP 9에서 지원되는 단일 섀시 구성이 포함된
플랫폼은 AFF A300, FAS8200, FAS8300, AFF A400, AFF80xx, FAS8020, FAS8060,

FAS8080, FAS9000

• 이중 섀시 HA 쌍(컨트롤러 모듈이 개별 섀시에 상주하는 HA 쌍)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새 컨트롤러 모듈을 위한
랙 공간과 케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이 구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e0a 포트를 통해 각 컨트롤러 모듈을 관리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시스템에 e0M 포트가 있는 경우 관리 포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작업은 각 사이트에서 반복해야 합니다.

• 기존 컨트롤러 모듈을 _existing_controller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의 예에는 콘솔 프롬프트인 'existing_ctlr>'이 있습니다.

• 추가되는 컨트롤러 모듈은 _new_controller 모듈이라고 하며, 이 절차의 예에는 콘솔 프롬프트 "new_ctlr>"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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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은 다음 워크플로를 사용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HA 쌍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시스템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1.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새 컨트롤러 모듈에 할당할 수 있는 할당되지 않은 디스크 또는 스페어 디스크를 식별합니다.

◦ 스토리지 디스크 show-container-type spare

◦ 스토리지 디스크 show-container-type unassigned

2. 다음 하위 단계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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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노드의 Aggregate가 위치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스토리지 집계 쇼'

b. 디스크 소유권 자동 할당이 켜져 있으면 다음과 같이 끕니다.

'storage disk option modify -node_node_name_-autoassign off'

c. Aggregate가 없는 디스크의 소유권을 제거합니다.

'Storage disk removeowner_disk_name_'

d. 새 노드에 필요한 만큼 디스크에 대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3. 다음 연결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클러스터 연결

스위치가 없는 2노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경우 컨트롤러 모듈을 연결하는 데 2개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클러스터 네트워크 스위치에 대한 컨트롤러 모듈 연결당 2개씩, 최소 4개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다른 시스템(예: 80xx 시리즈)에는 기본적으로 4개 또는 6개의 클러스터 연결이 있습니다.

◦ 시스템이 이중 섀시 HA 쌍인 경우 HA 인터커넥트 연결

4. 컨트롤러 모듈에 사용할 수 있는 직렬 포트 콘솔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사용 환경이 사이트 및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https://["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6. 새 컨트롤러 모듈에 대한 모든 IP 주소 및 기타 네트워크 매개 변수를 수집합니다.

컨트롤러 모듈의 구성 지우기

MetroCluster 구성에서 새 컨트롤러 모듈을 사용하기 전에 기존 구성을 지워야 합니다.

단계

1. 필요한 경우 노드를 중지하고 로더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중지"

2. LOADER 프롬프트에서 환경 변수를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세트 기본값

3. 환경 저장:

'사베에프'

4. LOADER 프롬프트에서 부팅 메뉴를 시작합니다.

boot_ontap 메뉴

5. 부팅 메뉴 프롬프트에서 구성을 지웁니다.

7



휘폰무화과

확인 프롬프트에 yes로 응답합니다.

노드가 재부팅되고 부팅 메뉴가 다시 표시됩니다.

6. 부팅 메뉴에서 옵션 * 5 * 를 선택하여 시스템을 유지보수 모드로 부팅합니다.

확인 프롬프트에 yes로 응답합니다.

기존 컨트롤러 모듈에서 클러스터 포트를 준비합니다

새 컨트롤러 모듈을 설치하기 전에 클러스터 포트가 새 컨트롤러 모듈과 클러스터 통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컨트롤러 모듈에 클러스터 포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스위치가 없는 2노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경우(클러스터 네트워크 스위치 없음), 스위치가 없는 클러스터 네트워킹
모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ONTAP의 포트, LIF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관리".

단계

1. 노드의 클러스터 포트로 사용해야 하는 포트를 확인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기본 포트 역할 목록은 를 참조하십시오 https://["Hardware Universe"^]

NetApp Support 사이트의 플랫폼을 위한 _ 설치 및 설정 지침 _ 에는 클러스터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포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각 클러스터 포트에 대해 포트 역할을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포트 쇼

다음 예에서는 포트 ""e0a", ""e0b"", ""e0c"" 및 ""e0d""를 클러스터 포트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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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_A::> network port show

Node: controller_A_1

Speed(Mbps) Health

Port      IPspace      Broadcast Domain Link  MTU    Admin/Op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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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0M       Default      mgmt_bd_1500     up    1500   auto/1000   healthy

e0a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0  healthy

e0b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0  healthy

e0c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0  healthy

e0d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0  healthy

e0i       Default      Default          down  1500   auto/10     -

e0j       Default      Default          down  1500   auto/10     -

e0k       Default      Default          down  1500   auto/10     -

e0l       Default      Default          down  1500   auto/10     -

e2a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0  healthy

e2b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0  healthy

e4a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0  healthy

e4b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0  healthy

13 entries were displayed.

3. 클러스터 포트를 홈 포트 또는 현재 포트로 사용하는 데이터 LIF의 경우, 데이터 포트를 홈 포트로 사용하도록 LIF를
수정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수정

다음 예에서는 데이터 LIF의 홈 포트를 데이터 포트로 변경합니다.

cluster1::> network interface modify -lif datalif1 -vserver vs1 -home

-port e1b

4. 수정한 각 LIF의 경우 LIF를 새 홈 포트로 되돌립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복원

다음 예에서는 LIF "datalif1"을 새 홈 포트 "e1b"로 되돌립니다.

cluster1::> network interface revert -lif datalif1 -vserver vs1

5. 클러스터 포트를 구성원 포트로 사용하고 클러스터 포트를 구성원 포트로 사용하여 ifgrp를 사용하는 VLAN 포트를
모두 제거합니다.

a. VLAN 포트 삭제: + 'network port vlan delete-node_node-name_-vlan-name_portID-vlanDI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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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network port vlan delete -node node1 -vlan-name e1c-80

b. 인터페이스 그룹에서 물리적 포트를 제거합니다.

'network port ifgrp remove-port-node_node-name_-ifgrp_interface-group-name_-port_portID_'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network port ifgrp remove-port -node node1 -ifgrp a1a -port e0d

a.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서 VLAN 및 인터페이스 그룹 포트 제거:

"네트워크 포트 브로드캐스트-도메인 제거-포트-IPSpace_IPSpace_-broadcast-domain_broadcast-domain

-name_-ports_nodename:portname,nodname:portname_,."

b. 필요에 따라 다른 물리적 포트를 구성원으로 사용하도록 인터페이스 그룹 포트를 수정합니다.: + ``ifgrp add-

port-node_node-name_-ifgrp_interface-group-name_-port_port-id_

6. 포트 역할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포트 쇼

다음 예에서는 포트 ""e0a", ""e0b"", ""e0c"" 및 ""e0d""가 이제 클러스터 포트로 표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Node: controller_A_1

Speed(Mbps) Health

Port      IPspace      Broadcast Domain Link  MTU    Admin/Op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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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0M       Default      mgmt_bd_1500     up    1500   auto/1000   healthy

e0a       Cluster      Cluster          up    9000   auto/10000  healthy

e0b       Cluster      Cluster          up    9000   auto/10000  healthy

e0c       Cluster      Cluster          up    9000   auto/10000  healthy

e0d       Cluster      Cluster          up    9000   auto/10000  healthy

e0i       Default      Default          down  1500   auto/10 -

e0j       Default      Default          down  1500   auto/10 -

e0k       Default      Default          down  1500   auto/10 -

e0l       Default      Default          down  1500   auto/10 -

e2a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0  healthy

e2b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0  healthy

e4a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0  healthy

e4b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0  healthy

13 entries were dis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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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클러스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포트를 추가합니다.

''broadcast-domain add-ports-IPSpace Cluster-broadcast-domain Cluster-ports_port-id_,port-id,port-id…'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broadcast-domain add-ports -ipspace Cluster -broadcast-domain Cluster

-ports cluster1-01:e0a

8. 시스템이 전환된 클러스터의 일부인 경우 클러스터 포트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생성’이라는 클러스터 LIF를
생성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노드의 클러스터 포트 중 하나에 클러스터 LIF를 생성합니다. '-auto' 매개 변수는 LIF가 링크 로컬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cluster1::> network interface create -vserver Cluster -lif clus1 -role

cluster -home-node node0 -home-port e1a -auto true

9. 스위치가 없는 2노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경우, 스위치가 없는 클러스터 네트워킹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십시오.

a. 다음 노드 중 하나에서 고급 권한 레벨로 변경합니다.

세트 프리빌리지 고급

고급 모드로 계속 진행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를 응답할 수 있습니다. 고급 모드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a. 스위치가 없는 클러스터 네트워킹 모드를 설정합니다.

'network options switchless-cluster modify -enabled true'

b. 관리자 권한 레벨로 돌아갑니다.

'Set-Privilege admin’입니다

스위치가 없는 2노드 클러스터 시스템의 기존 노드에 대한 클러스터 인터페이스 생성은 새 컨트롤러
모듈의 netboot를 통해 클러스터 설정이 완료된 후에 완료됩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netboot 서버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netboot 서버를 준비할 준비가 되면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netboot 서버로 올바른
ONTAP netboot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IP 주소를 메모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새 컨트롤러 모듈을 추가하기 전과 추가한 후에 시스템에서 HTTP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플랫폼과 ONTAP 버전에 필요한 시스템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NetApp Support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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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https://["NetApp Support 사이트"]

• HA 쌍의 두 컨트롤러 모듈은 같은 버전의 ONTAP를 실행해야 합니다.

단계

1. NetApp Support 사이트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섹션에서 해당 ONTAP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웹 액세스
가능한 디렉토리에 '<ONTAP_version>_image.tgz' 파일을 저장합니다.

"<ONTAP_VERSION>_IMAGE.tgz" 파일은 시스템의 netboot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웹 액세스 가능 디렉토리로 변경하고 필요한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상… 그러면…

FAS2200, FAS2500, FAS3200, FAS6200,

FAS/AFF8000 시리즈 시스템
ONTAP_VERSION>_IMAGE.tgz 파일의 내용을 타겟
디렉토리에 풉니다.

'tar-zxvf<ONTAP_version>_image.tgz'

Windows에서 내용을 추출하는 경우 7-

Zip 또는 WinRAR을 사용하여 netboot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디렉토리 목록에는 커널 파일이 있는 netboot 폴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넷부트/커널

기타 모든 시스템 디렉토리 목록에는 다음 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ONTAP_VERSION>_IMAGE.tgz'

파일 내용을 추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기존 컨트롤러 모듈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 주소는 이 절차의 후반부에서 'ip-address-of-existing controller'로 참조됩니다.

4. IP 주소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 컨트롤러의 IP 주소(IP-address-of-existing controller)를
ping합니다.

기존 컨트롤러 모듈에서 HA 모드를 설정합니다

기존 컨트롤러 모듈에서 모드를 설정하려면 스토리지 페일오버 수정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드 값은 나중에 컨트롤러 모듈을 재부팅한 이후에 활성화됩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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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드를 HA로 설정합니다.

'Storage failover modify -mode ha-node_existing_node_name_'

기존 컨트롤러 모듈 종료

모든 데이터가 디스크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기존 컨트롤러 모듈을 완전히 종료해야
합니다. 또한 전원 공급 장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NVRAM 또는 NVMEM에서 작성되지 않은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려면 시스템 구성요소를 교체하기
전에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해야 합니다.

단계

1. 기존 컨트롤러 모듈 프롬프트에서 노드를 중단합니다.

현지에 대한 억제는 진실한 것입니다

중단 절차를 계속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y를 입력하고 LOADER 프롬프트에서 시스템이 중지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80xx 시스템에서 NVRAM LED는 네트워크 포트의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러 모듈에 있으며 배터리 기호로
표시됩니다.

NVRAM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 LED가 깜박입니다. halt 명령을 입력한 후 이 LED가 주황색으로
깜박이면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다시 중지해야 합니다.

2. 아직 접지되지 않은 경우 올바르게 접지하십시오.

3. 시스템 및 전원 공급 장치 유형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여 전원 공급 장치를 끄고 전원을 분리합니다.

시스템에서 다음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AC 전원 공급 장치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은 다음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DC 전원 공급 장치 DC 전원에서 전원을 분리한 다음 필요한 경우 DC

전선을 분리합니다.

새 컨트롤러 모듈을 설치하고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새 컨트롤러 모듈 설치 및 케이블 연결

섀시에 새 컨트롤러 모듈을 물리적으로 설치한 다음 케이블을 연결해야 합니다.

단계

1. 시스템에 I/O 확장 모듈(IOXM)이 있고 단일 섀시 HA 쌍을 생성하는 경우, IOXM을 분리하고 케이블을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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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새 컨트롤러 모듈에 빈 베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구성에는 IOXM이 제공하는 추가 I/O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새 컨트롤러 모듈을 물리적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팬을 설치합니다.

컨트롤러 모듈을 추가하는 경우… 그런 다음 다음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빈 베이에 단일 섀시 HA 쌍을 생성하고 시스템이 다음
플랫폼 중 하나에 속합니다.

a. 새 컨트롤러 모듈이 들어 있는 빈 베이를 덮고 있는
섀시 후면의 블랭크 플레이트를 분리합니다.

b. 컨트롤러 모듈을 반쯤 섀시에 밀어 넣습니다.

컨트롤러 모듈이 자동으로 부팅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 절차의 뒷부분에서 완전히 장착하지
마십시오.

기존 구성이 컨트롤러-IOX 모듈 구성에 있을 때 이중
섀시 HA 쌍을 생성하기 위해 HA 파트너와 별도의 섀시.

• FAS8200

• 80xx

랙 또는 시스템 캐비닛에 새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3. 필요에 따라 클러스터 네트워크 연결을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a. 클러스터 연결을 위한 컨트롤러 모듈의 포트를 식별합니다.

https://["AFF A320 시스템: 설치 및 설정"^]

https://["AFF A220/FAS2700 시스템 설치 및 설정 지침"^]

https://["AFF A800 시스템 설치 및 설정 지침"^]

https://["AFF A300 시스템 설치 및 설정 지침"^]

https://["FAS8200 시스템 설치 및 설정 지침"^]

b. 스위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우 클러스터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사용할 포트를 식별합니다.

사용 중인 스위치에 따라 Cisco 스위치_,_NetApp 10G 클러스터 모드 스위치 설치 가이드_또는_NetApp 1G

클러스터 모드 스위치 설치 가이드_에 대한 _Data ONTAP 스위치 설정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c. 클러스터 포트에 케이블 연결:

클러스터가… 그러면…

스위치가 없는 2노드 클러스터 기존 컨트롤러 모듈의 클러스터 포트를 새 컨트롤러
모듈의 해당 클러스터 포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스위치 클러스터 Substep b에 나와 있는 클러스터 네트워크 스위치의
포트에 각 컨트롤러의 클러스터 포트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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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컨트롤러 모듈의 FC-VI 및 HBA 포트를 FC 스위치에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새 컨트롤러 모듈의 FC-VI 포트와 HBA(호스트 버스 어댑터)는 사이트 FC 스위치에 케이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계

1. 구성 및 스위치 모델에 대한 표를 사용하여 FC-VI 포트 및 HBA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ONTAP 9.1 이상을 사용할 경우 FC 스위치에 대한 포트 할당"

◦ "ONTAP 9.0을 사용하는 경우 FC 스위치에 대한 포트 할당"

◦ "이니시에이터 포트 2개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포트 할당"

새 컨트롤러 모듈의 클러스터 피어링 연결에 케이블 연결

파트너 사이트의 클러스터와 연결이 되도록 새 컨트롤러 모듈을 클러스터 피어링 네트워크에
케이블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각 컨트롤러 모듈에 있는 포트 2개 이상을 클러스터 피어링에 사용해야 합니다.

포트 및 네트워크 연결에 권장되는 최소 대역폭은 1GbE입니다.

단계

1. 클러스터 피어링을 위해 최소 2개의 포트를 식별하여 케이블로 연결하고 파트너 클러스터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컨트롤러 모듈의 전원을 켜고 로더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기존 컨트롤러 모듈과 새 컨트롤러 모듈의 전원을 켜면 로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단계

구성 단계를 사용하여 컨트롤러 모듈의 전원을 켜고 부팅 프로세스를 중단합니다.

컨트롤러 모듈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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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섀시 내 1. 새 컨트롤러 모듈이 베이에 * 완전히 삽입되지 * 확인하십시오.

기존 컨트롤러 모듈은 섀시에서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베이에 완전히 삽입되어야
하지만 새 컨트롤러 모듈은 장착하면 안 됩니다.

2. 기존 컨트롤러 모듈에 전원이 공급되도록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 공급 장치를 켭니다.

3. Ctrl+C를 눌러 기존 컨트롤러 모듈의 부팅 프로세스를 중단합니다

4. 새 컨트롤러 모듈을 베이에 단단히 밀어 넣습니다.

완전히 장착되면 새 컨트롤러 모듈에 전원이 공급되고 자동으로 부팅됩니다.

5. Ctrl+C를 눌러 부팅 프로세스를 중단합니다

6. 캠 핸들에 있는 나비나사를 조입니다.

7. 케이블 관리 장치(있는 경우)를 설치합니다.

8. 케이블을 후크와 루프 스트랩으로 케이블 관리 장치에 연결합니다.

별도의 섀시에 장착 1. 기존 컨트롤러 모듈의 전원 공급 장치를 켭니다.

2. Ctrl+C를 눌러 부팅 프로세스를 중단합니다

3. 새 컨트롤러 모듈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각 컨트롤러 모듈에는 로더 프롬프트('로더>', 'Loader-A>' 또는 'Loader-B>')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LOADER 프롬프트가 없는 경우 오류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시스템이 부팅 메뉴를 표시하는 경우
재부팅하여 부팅 프로세스를 다시 중단하십시오.

기존 및 새 컨트롤러 모듈의 ha-config 설정 변경

MetroCluster 구성을 확장하는 경우 기존 컨트롤러 모듈과 새 컨트롤러 모듈의 ha-config 설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새 컨트롤러 모듈의 시스템 ID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은 기존 및 새 컨트롤러 모듈의 유지보수 모드에서 수행됩니다.

단계

1. 기존 컨트롤러 모듈의 ha-config 설정을 변경합니다.

a. 기존 컨트롤러 모듈 및 섀시의 ha-config 설정을 표시합니다.

하구성 쇼

컨트롤러 모듈이 2노드 MetroCluster 구성이므로 ha-config 설정은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mcc-2n"입니다.

b. 기존 컨트롤러 모듈의 ha-config 설정을 "mcc":+"ha-config modify controller MCC"로 변경합니다

c. 기존 섀시의 ha-config 설정을 "mcc"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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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성 수정 새시 MCC

d. 기존 컨트롤러 모듈의 시스템 ID를 검색합니다.

'시즈구성’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ID를 확인합니다. 새 컨트롤러 모듈에서 파트너 ID를 설정할 때 필요합니다.

a. 유지보수 모드를 종료하여 로더 프롬프트로 돌아갑니다.

"중지"

2. ha-config 설정을 변경하고 새 컨트롤러 모듈의 시스템 ID를 검색합니다.

a. 새 컨트롤러 모듈이 아직 유지보수 모드가 아닌 경우 유지보수 모드로 부팅합니다.

boot_ONTAP maint를 선택합니다

b. 새 컨트롤러 모듈의 ha-config 설정을 "mcc"로 변경합니다.

하구성 수정 컨트롤러 MCC

c. 새 섀시의 ha-config 설정을 MCC로 변경합니다.

하구성 수정 새시 MCC

d. 새 컨트롤러 모듈의 시스템 ID를 검색합니다.

'시즈구성’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ID를 확인합니다. 파트너 ID를 설정하고 디스크를 새 컨트롤러 모듈에 할당할 때 필요합니다.

a. 유지보수 모드를 종료하여 로더 프롬프트로 돌아갑니다.

"중지"

두 컨트롤러 모듈에 대한 파트너 시스템 ID 설정

두 컨트롤러 모듈 모두에서 HA 쌍을 형성할 수 있도록 파트너 시스템 ID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은 LOADER 프롬프트에서 두 컨트롤러 모듈을 모두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단계

1. 기존 컨트롤러 모듈에서 파트너 시스템 ID를 새 컨트롤러 모듈의 ID로 설정합니다.

'setenv PARTNER-sysid_of_new_controller_'

2. 새 컨트롤러 모듈에서 파트너 시스템 ID를 기존 컨트롤러 모듈의 ID로 설정합니다.

'setenv partner-sysid_of_existing_controller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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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컨트롤러 모듈 부팅

기존 컨트롤러 모듈을 ONTAP로 부팅해야 합니다.

단계

1. LOADER 프롬프트에서 기존 컨트롤러 모듈을 ONTAP로 부팅합니다.

부트 ONTAP

새 컨트롤러 모듈에 디스크 할당

netboot를 통해 새 컨트롤러 모듈 구성을 완료하기 전에 디스크를 할당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기존 애그리게이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충분한 스페어, 할당되지 않은 디스크 또는 할당 디스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단계는 기존 컨트롤러 모듈에 대해 수행됩니다.

단계

1. 루트 디스크를 새 컨트롤러 모듈에 할당합니다.

'storage disk assign -disk_disk_name_-sysid_new_controller_sysid_ -force true'

플랫폼 모델에서 ADP(Advanced Drive Partitioning)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root true 매개 변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storage disk assign -disk_disk_name_ -root true -sysid_new_controller_sysid_ -force true'

2. 각 디스크에 대해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나머지 필수 디스크를 새 컨트롤러 모듈에 할당합니다.

'storage disk assign -disk_disk_name_-sysid_new_controller_sysid_ -force true'

3. 디스크 할당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스토리지 디스크 표시 분할 소유권 *'

새 노드에 할당할 모든 디스크를 할당했는지 확인합니다.

새 컨트롤러 모듈에서 ONTAP를 Netbooting 및 설정합니다

컨트롤러 모듈을 기존 MetroCluster 구성에 추가할 때 새 컨트롤러 모듈에 netboot와 ONTAP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위한 특정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이 작업은 새 컨트롤러 모듈의 LOADER 프롬프트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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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에는 디스크 초기화가 포함됩니다.

디스크를 초기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디스크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 시스템에서 두 개의 디스크를 새 컨트롤러 모듈에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https://["디스크 및 애그리게이트 관리"]

단계

1. LOADER 프롬프트에서 DHCP 가용성을 기반으로 새 컨트롤러 모듈의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DHCP가… 그런 다음 다음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사용 가능 ' * ifconfig e0M-auto * '

사용할 수 없습니다 'ifconfig e0M-addr=filer_addr_- 마스크=netmask- GW=gateway-

dns=dns_addr_- 도메인=_dns_domain'

filer_addr 스토리지 시스템의 IP 주소입니다.

netmask 스토리지 시스템의 네트워크 마스크입니다.

gateway 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게이트웨이입니다.

dns_addr 네트워크에 있는 이름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dns_domain DNS(Domain Name System) 도메인 이름입니다. 이 선택적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netboot 서버 URL에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버의 호스트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페이스에 다른 매개 변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OADER 프롬프트에서 help ifconfig 명령어를 사용한다.

2. LOADER 프롬프트에서 새 노드를 netboot 합니다.

대상… 이 명령 실행…

FAS2200, FAS2500,

FAS3200, FAS6200,

FAS/AFF8000 시리즈
시스템

네부트 http://[]

기타 모든 시스템 네부트 http://[]

"path_to_the_web-Accessible_directory"는 다운로드된 "<ONTAP_version>_image.tgz" 파일의 위치입니다.

3. 표시된 메뉴에서 * 새 소프트웨어 먼저 설치 *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메뉴 옵션은 새 ONTAP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부팅 장치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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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쌍의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 절차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를 입력해야 합니다.

◦ 이 프로세스가 기존 ONTAP 소프트웨어를 새 소프트웨어로 대체한다는 경고가 나타나면 ""y"를 입력해야
합니다.

◦ image.tgz 파일의 URL을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경로를 입력해야 합니다.

"http://path_to_the_web-accessible_directory/image.tgz`

4. 중단 없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면 ""y"를 입력합니다.

5. 패키지의 URL을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image.tgz 파일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What is the URL for the package? `http://path_to_web-

accessible_directory/image.tgz`

6. 백업 구성을 복원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n""을 입력하여 백업 복구를 건너뜁니다.

****************************************************************

*             Restore Backup Configuration                     *

*  This procedure only applies to storage controllers that     *

*  are configured as an HA pair.                               *

*                                                              *

*  Choose Yes to restore the "varfs" backup configuration      *

*  from the SSH server.  Refer to the Boot Device Replacement  *

*  guide for more details.                                     *

*  Choose No to skip the backup recovery and return to the     *

*  boot menu.                                                  *

****************************************************************

Do you want to restore the backup configuration

now? {y|n} `n`

7. 지금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y""를 입력합니다.

The node must be rebooted to start using the newly installed software.

Do you want to

reboot now? {y|n} `y`

8. 필요한 경우 노드가 부팅된 후 * 구성 정리 및 모든 디스크 초기화 * 옵션을 선택합니다.

새 컨트롤러 모듈을 구성하고 있고 새 컨트롤러 모듈의 디스크가 비어 있으므로 시스템에서 모든 디스크를 지우라는
경고를 표시할 때 ""y""를 응답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를 초기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디스크 크기와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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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스크가 초기화되고 클러스터 설정 마법사가 시작되면 노드를 설정합니다.

콘솔에 노드 관리 LIF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노드에 로그인하여 cluster setup을 입력한 다음 클러스터에 가입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join을 입력합니다.

Do you want to create a new cluster or join an existing cluster?

{create, join}: `join`

11. 사이트에 해당하는 나머지 프롬프트에 응답합니다.

를 클릭합니다 "ONTAP를 설정합니다" 사용 중인 ONTAP 버전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시스템이 스위치가 없는 2노드 클러스터 구성인 경우 network interface create 명령을 사용하여 기존 노드에
클러스터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클러스터 포트에 클러스터 LIF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노드의 클러스터 포트 중 하나에 클러스터 LIF를 생성하는 예입니다. auto 매개 변수는 LIF가 링크 로컬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cluster_A::> network interface create -vserver Cluster -lif clus1 -role

cluster -home-node node_A_1 -home-port e1a -auto true

13. 설정이 완료되면 노드가 정상 상태이며 클러스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클러스터 쇼'

다음 예제에서는 두 번째 노드(cluster1-02)가 결합된 후에 클러스터를 보여 줍니다.

cluster_A::> cluster show

Node                  Health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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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_A_1              true    true

node_A_2              true    true

클러스터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면 클러스터 설정 명령을 사용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또는 노드 SVM에
대해 입력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4. 클러스터 인터커넥트에 4개의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포트 쇼

다음 예제는 cluster_A에 있는 2개의 컨트롤러 모듈에 대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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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_A::> network port show

                                                             Speed

(Mbps)

Node   Port      IPspace      Broadcast Domain Link   MTU    Admin/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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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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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_A_1

       **e0a       Cluster      Cluster          up       9000

auto/1000

       e0b       Cluster      Cluster          up       9000

auto/1000**

       e0c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d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e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f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g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node_A_2

       **e0a       Cluster      Cluster          up       9000

auto/1000

       e0b       Cluster      Cluster          up       9000

auto/1000**

       e0c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d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e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f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g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14 entries were displayed.

새 컨트롤러의 루트 애그리게이트를 미러링합니다

MetroCluster 구성에 컨트롤러를 추가할 때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려면 루트 애그리게이트를
미러링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새 컨트롤러 모듈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1. 루트 애그리게이트 미러링:

'Storage aggregate mirror_aggr_name_'

다음 명령은 controller_a_1의 루트 애그리게이트를 미러링합니다.

controller_A_1::> storage aggregate mirror aggr0_controller_A_1

이 구성은 애그리게이트를 미러링하므로 원격 MetroCluster 사이트에 있는 로컬 플렉스와 원격 플렉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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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됩니다.

인터클러스터 LIF를 구성합니다

전용 포트에 대한 인터클러스터 LIF 구성

전용 포트에 대한 인터클러스터 LIF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복제
트래픽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증가합니다.

단계

1. 클러스터의 포트 나열:

네트워크 포트 쇼

전체 명령 구문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는 cluster01의 네트워크 포트를 보여줍니다.

cluster01::> network port show

                                                             Speed

(Mbps)

Node   Port      IPspace      Broadcast Domain Link   MTU    Admin/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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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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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01-01

       e0a       Cluster      Cluster          up     1500   auto/1000

       e0b       Cluster      Cluster          up     1500   auto/1000

       e0c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d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e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f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cluster01-02

       e0a       Cluster      Cluster          up     1500   auto/1000

       e0b       Cluster      Cluster          up     1500   auto/1000

       e0c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d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e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f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2. 인터클러스터 통신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트를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보기 필드 홈 포트, 통화 포트

전체 명령 구문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포트 "e0e" 및 "e0f"에 LIF가 할당되지 않은 것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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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01::> network interface show -fields home-port,curr-port

vserver lif                  home-port cur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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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 cluster01-01_clus1   e0a       e0a

Cluster cluster01-01_clus2   e0b       e0b

Cluster cluster01-02_clus1   e0a       e0a

Cluster cluster01-02_clus2   e0b       e0b

cluster01

        cluster_mgmt         e0c       e0c

cluster01

        cluster01-01_mgmt1   e0c       e0c

cluster01

        cluster01-02_mgmt1   e0c       e0c

3. 전용 포트에 대한 페일오버 그룹을 생성합니다.

'network interface failover-groups create-vserver_system_SVM_-failover-group_failover_group_-

targets_physical_or_logical_ports_'

다음 예에서는 시스템 SVM "cluster01"의 페일오버 그룹 "intercluster01"에 포트 "e0e" 및 "e0f"를 할당합니다.

cluster01::> network interface failover-groups create -vserver cluster01

-failover-group

intercluster01 -targets

cluster01-01:e0e,cluster01-01:e0f,cluster01-02:e0e,cluster01-02:e0f

4. 페일오버 그룹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페일오버 그룹들이 보여줌

전체 명령 구문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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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01::> network interface failover-groups show

                                  Failover

Vserver          Group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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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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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

                 Cluster

                                  cluster01-01:e0a, cluster01-01:e0b,

                                  cluster01-02:e0a, cluster01-02:e0b

cluster01

                 Default

                                  cluster01-01:e0c, cluster01-01:e0d,

                                  cluster01-02:e0c, cluster01-02:e0d,

                                  cluster01-01:e0e, cluster01-01:e0f

                                  cluster01-02:e0e, cluster01-02:e0f

                 intercluster01

                                  cluster01-01:e0e, cluster01-01:e0f

                                  cluster01-02:e0e, cluster01-02:e0f

5. 시스템 SVM에 대한 인터클러스터 LIF를 생성한 다음 이를 페일오버 그룹에 할당합니다.

ONTAP 버전입니다 명령

9.6 이상 'network interface create-vserver system_SVM-lif LIF_name-service-policy

default-인터클러스터-home-node node -home-port port port-address port_ip-

netmask mask-failover-group failover_group'

9.5 이하 'network interface create-vserver system_SVM-lif LIF_name-role-home-node-

home-port port port-address port_ip-netmask netmask-failover-group

failover_group'

전체 명령 구문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페일오버 그룹 "intercluster01"에 인터클러스터 LIF "cluster01_icl01" 및 "cluster01_icl02"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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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01::> network interface create -vserver cluster01 -lif

cluster01_icl01 -service-

policy default-intercluster -home-node cluster01-01 -home-port e0e

-address 192.168.1.201

-netmask 255.255.255.0 -failover-group intercluster01

cluster01::> network interface create -vserver cluster01 -lif

cluster01_icl02 -service-

policy default-intercluster -home-node cluster01-02 -home-port e0e

-address 192.168.1.202

-netmask 255.255.255.0 -failover-group intercluster01

6. 인터클러스터 LIF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ONTAP 9.6 이상: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service-policy default-인터클러스터

* ONTAP 9.5 및 이전 버전의 경우: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role 인터클러스터(network interface show-role 인터클러스터)

전체 명령 구문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luster01::> network interface show -service-policy default-intercluster

            Logical    Status     Network            Current

Current Is

Vserver     Interface  Admin/Oper Address/Mask       Node          Por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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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uster01

            cluster01_icl01

                       up/up      192.168.1.201/24   cluster01-01  e0e

true

            cluster01_icl02

                       up/up      192.168.1.202/24   cluster01-02  e0f

true

7. 인터클러스터 LIF가 중복되는지 확인합니다.

* ONTAP 9.6 이상: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service-policy default-인터클러스터-failover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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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TAP 9.5 및 이전 버전의 경우: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role 인터클러스터-failover를 참조하십시오

전체 명령 구문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SVM "e0e" 포트에 대한 인터클러스터 LIF "cluster01_icl01" 및 "cluster01_icl02"가 "e0f" 포트로
페일오버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cluster01::> network interface show -service-policy default-intercluster

–failover

         Logical         Home                  Failover        Failover

Vserver  Interface       Node:Port             Polic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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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01

         cluster01_icl01 cluster01-01:e0e   local-only

intercluster01

                            Failover Targets:  cluster01-01:e0e,

                                               cluster01-01:e0f

         cluster01_icl02 cluster01-02:e0e   local-only

intercluster01

                            Failover Targets:  cluster01-02:e0e,

                                               cluster01-02:e0f

공유 데이터 포트에 대한 인터클러스터 LIF 구성

데이터 네트워크와 공유하는 포트에 대한 인터클러스터 LIF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클러스터 네트워킹에 필요한 포트 수가 줄어듭니다.

단계

1. 클러스터의 포트 나열:

네트워크 포트 쇼

전체 명령 구문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는 cluster01의 네트워크 포트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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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01::> network port show

                                                             Speed

(Mbps)

Node   Port      IPspace      Broadcast Domain Link   MTU    Admin/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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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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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01-01

       e0a       Cluster      Cluster          up     1500   auto/1000

       e0b       Cluster      Cluster          up     1500   auto/1000

       e0c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d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cluster01-02

       e0a       Cluster      Cluster          up     1500   auto/1000

       e0b       Cluster      Cluster          up     1500   auto/1000

       e0c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d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2. 시스템 SVM에 대한 인터클러스터 LIF 생성:

* ONTAP 9.6 이상: *

'network interface create-vserver_system_SVM_-lif_LIF_name_-service-policy default-인터클러스터-home

-node_node_-home-port_port_-address_port_ip_-netmask_mask_'

* ONTAP 9.5 및 이전 버전의 경우: *

'network interface create-vserver_system_SVM_-lif_LIF_name_-role l인터클러스터-home-node_node_

-home-port_port_-address_port_ip_-netmask_mask_'

전체 명령 구문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인터클러스터 LIF 'cluster01_icl01’과 'cluster01_icl02’를 생성합니다.

cluster01::> network interface create -vserver cluster01 -lif

cluster01_icl01 -service-

policy default-intercluster -home-node cluster01-01 -home-port e0c

-address 192.168.1.201

-netmask 255.255.255.0

cluster01::> network interface create -vserver cluster01 -lif

cluster01_icl02 -service-

policy default-intercluster -home-node cluster01-02 -home-port e0c

-address 192.168.1.202

-netmask 255.25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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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클러스터 LIF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ONTAP 9.6 이상: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service-policy default-인터클러스터

* ONTAP 9.5 및 이전 버전의 경우: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role 인터클러스터(network interface show-role 인터클러스터)

전체 명령 구문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luster01::> network interface show -service-policy default-intercluster

            Logical    Status     Network            Current

Current Is

Vserver     Interface  Admin/Oper Address/Mask       Node          Por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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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uster01

            cluster01_icl01

                       up/up      192.168.1.201/24   cluster01-01  e0c

true

            cluster01_icl02

                       up/up      192.168.1.202/24   cluster01-02  e0c

true

4. 인터클러스터 LIF가 중복되는지 확인합니다.

* ONTAP 9.6 이상: *

'network interface show – service-policy default-인터클러스터-failover'

* ONTAP 9.5 및 이전 버전의 경우: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role 인터클러스터-failover를 참조하십시오

전체 명령 구문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e0c" 포트의 인터클러스터 LIF "cluster01_icl01" 및 "cluster01_icl02"가 "e0d" 포트로
페일오버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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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01::> network interface show -service-policy default-intercluster

–failover

         Logical         Home                  Failover        Failover

Vserver  Interface       Node:Port             Polic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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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01

         cluster01_icl01 cluster01-01:e0c   local-only

192.168.1.201/24

                            Failover Targets: cluster01-01:e0c,

                                              cluster01-01:e0d

         cluster01_icl02 cluster01-02:e0c   local-only

192.168.1.201/24

                            Failover Targets: cluster01-02:e0c,

                                              cluster01-02:e0d

각 노드에서 미러링된 데이터 애그리게이트 생성

DR 그룹의 각 노드에 미러링된 데이터 애그리게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새 애그리게이트에 어떤 드라이브가 사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 시스템에 여러 드라이브 유형(이기종 스토리지)이 있는 경우 올바른 드라이브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 드라이브는 특정 노드에 의해 소유되며,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경우, 애그리게이트에 있는 모든 드라이브는 동일한
노드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며, 이 노드는 해당 애그리게이트의 홈 노드가 됩니다.

ADP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각 드라이브가 P1, P2, P3 파티션으로 분할되는 파티션을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합니다.

• 애그리게이트 이름은 MetroCluster 구성을 계획할 때 지정한 명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https://["디스크 및 애그리게이트 관리"]

단계

1. 사용 가능한 스페어 목록을 표시합니다.

'storage disk show-spare-owner_node_name_'

2. 애그리게이트 생성:

'스토리지 집계 생성 - 미러 true'

클러스터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클러스터에 로그인한 경우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대해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ggregate가 특정 노드에서 생성되도록 하려면 '-node' 매개 변수를 사용하거나 해당 노드가 소유하는
드라이브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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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Aggregate의 홈 노드(즉, 정상 운영 시 Aggregate를 소유한 노드)

◦ Aggregate에 추가될 특정 드라이브 목록입니다

◦ 포함할 드라이브 수입니다

지원되는 최소 구성에서는 드라이브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디스크 RAID-DP Aggregate

3개를 만들 수 있도록 force-small-aggregate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 집계에 사용할 체크섬 스타일

◦ 사용할 드라이브 유형입니다

◦ 사용할 드라이브의 크기입니다

◦ 주행 속도를 사용하십시오

◦ Aggregate의 RAID 그룹에 적합한 RAID 유형입니다

◦ RAID 그룹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드라이브 수입니다

◦ RPM이 다른 드라이브가 허용되는지 여부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장소 집계 만들기'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10개의 디스크로 미러링된 Aggregate가 생성됩니다.

cluster_A::> storage aggregate create aggr1_node_A_1 -diskcount 10 -node

node_A_1 -mirror true

[Job 15] Job is queued: Create aggr1_node_A_1.

[Job 15] The job is starting.

[Job 15] Job succeeded: DONE

3. 새 애그리게이트의 RAID 그룹 및 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Storage aggregate show-status-aggregate_aggregate-name_'

새 컨트롤러 모듈에 대한 라이센스 설치

표준(노드 잠김) 라이센스가 필요한 모든 ONTAP 서비스에 대해 새 컨트롤러 모듈에 대한
라이센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표준 라이센스가 있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
해당 기능에 대한 자체 키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자료 문서 3013749: Data ONTAP 8.2 라이센스 개요 및 NetApp Support 사이트
및 _시스템 관리 참조_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1.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내 지원 섹션에서 NetApp Support 사이트의 새 노드에 대한 라이센스 키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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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자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AFF/FAS 시스템의 라이센스 업데이트를
위한 마더보드 교체 후 프로세스"

2.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각 라이센스 키를 설치합니다.

'시스템 라이선스 add-license-code_license_key_'

license_key_ 는 길이가 28자리입니다.

3. 필요한 각 표준(노드 잠김) 라이센스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미러링되지 않은 데이터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합니다

선택적으로 MetroCluster 구성에서 제공되는 이중 미러링이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미러링되지 않은 데이터 애그리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새 애그리게이트에 어떤 드라이브 또는 어레이 LUN을 사용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 시스템에 여러 드라이브 유형(이기종 스토리지)이 있는 경우 올바른 드라이브 유형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MetroCluster IP 구성에서는 전환 후 원격 미러링되지 않은 애그리게이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미러링되지 않은 애그리게이트는 해당 애그리게이트를 소유하는 노드에 로컬이어야 합니다.

• 드라이브 및 어레이 LUN은 특정 노드에 의해 소유되며,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경우, 애그리게이트에 있는 모든
드라이브가 동일한 노드에 소유되어야 하며, 이 노드가 해당 애그리게이트의 홈 노드가 됩니다.

• 애그리게이트 이름은 MetroCluster 구성을 계획할 때 지정한 명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 _ 디스크 및 애그리게이트 관리 _ 는 미러링 Aggregate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단계

1. 미러링되지 않은 애그리게이트를 포함할 디스크 쉘프를 설치 및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플랫폼 및 디스크 쉘프에 대한 _Installation 및 Setup_설명서의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AFF and FAS 문서 센터 를 참조하십시오"]

2. 새 쉘프의 모든 디스크를 적절한 노드에 수동으로 할당합니다.

디스크 할당 - disk_disk -id_-owner_owner -node -name _

3. 애그리게이트 생성:

'스토리지 애그리게이트 생성'

클러스터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클러스터에 로그인한 경우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대해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ggregate가 특정 노드에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node' 매개 변수를 사용하거나 해당 노드가
소유하는 드라이브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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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러링되지 않은 쉘프의 드라이브만 애그리게이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Aggregate의 홈 노드(즉, 정상 운영 시 Aggregate를 소유한 노드)

◦ 애그리게이트에 추가될 특정 드라이브 또는 어레이 LUN의 목록입니다

◦ 포함할 드라이브 수입니다

◦ 집계에 사용할 체크섬 스타일

◦ 사용할 드라이브 유형입니다

◦ 사용할 드라이브의 크기입니다

◦ 주행 속도를 사용하십시오

◦ Aggregate의 RAID 그룹에 적합한 RAID 유형입니다

◦ RAID 그룹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드라이브 또는 어레이 LUN 수

◦ RPM이 다른 드라이브가 허용되는지 여부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장소 집계 만들기'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10개의 디스크로 구성된 미러링되지 않은 Aggregate가 생성됩니다.

controller_A_1::> storage aggregate create aggr1_controller_A_1

-diskcount 10 -node controller_A_1

[Job 15] Job is queued: Create aggr1_controller_A_1.

[Job 15] The job is starting.

[Job 15] Job succeeded: DONE

4. 새 애그리게이트의 RAID 그룹 및 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Storage aggregate show-status-aggregate_aggregate-name_'

관련 정보

https://["디스크 및 애그리게이트 관리"]

컨트롤러 모듈 추가 후 펌웨어 설치

컨트롤러 모듈을 추가한 후 새 컨트롤러 모듈에 최신 펌웨어를 설치하여 컨트롤러 모듈이
ONTAP에서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계

1. 시스템에 맞는 최신 버전의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새 펌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 지침을 따릅니다.

https://["NetApp 다운로드: 시스템 펌웨어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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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컨트롤러로 MetroCluster 구성 새로 고침

2노드 구성에서 4노드 구성으로 확장할 경우 MetroCluster 구성을 새로 고쳐야 합니다.

단계

1. MetroCluster 구성 새로 고침:

a. 고급 권한 모드: + 'Set-Privilege advanced’로 진입합니다

b. MetroCluster 설정 새로 고침: + 'MetroCluster configure-refresh true-allow-with-one-aggregate true'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controller_a_1이 포함된 DR 그룹의 모든 노드에서 MetroCluster 구성이 새로
고쳐집니다.

controller_A_1::*> metrocluster configure -refresh true -allow-with-one

-aggregate true

[Job 726] Job succeeded: Configure is successful.

a. 관리자 권한 모드로 돌아가기:

'Set-Privilege admin’입니다

2. 사이트 A의 네트워킹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포트 쇼

다음 예는 4노드 MetroCluster 구성의 네트워크 포트 사용량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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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_A::> network port show

                                                          Speed (Mbps)

Node   Port      IPspace   Broadcast Domain Link   MTU    Admin/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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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ler_A_1

       e0a       Cluster   Cluster          up     9000  auto/1000

       e0b       Cluster   Cluster          up     9000  auto/1000

       e0c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d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e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f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g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controller_A_2

       e0a       Cluster   Cluster          up     9000  auto/1000

       e0b       Cluster   Cluster          up     9000  auto/1000

       e0c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d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e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f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e0g       Default   Default          up     1500  auto/1000

14 entries were displayed.

3. MetroCluster 구성의 두 사이트에서 MetroCluster 구성을 확인합니다.

a. 사이트 A에서 구성을 확인합니다.

MetroCluster 쇼

cluster_A::> metrocluster show

Cluster                   Entry Nam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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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cluster_A         Configuration state configured

                          Mode                normal

                          AUSO Failure Domain auso-on-cluster-

disaster

Remote: cluster_B         Configuration state configured

                          Mode                normal

                          AUSO Failure Domain auso-on-cluster-

disaster

b. 사이트 B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MetroCluster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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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_B::> metrocluster show

Cluster                   Entry Nam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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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cluster_B         Configuration state configured

                          Mode                normal

                          AUSO Failure Domain auso-on-cluster-

disaster

Remote: cluster_A         Configuration state configured

                          Mode                normal

                          AUSO Failure Domain auso-on-cluster-

disaster

c. DR 관계가 올바르게 생성되었는지 확인:

'MetroCluster node show-fields dr-cluster, dr-auxiliary, node-object-limit, automatic-USO, ha-partner, dr-

partner'

metrocluster node show -fields dr-cluster,dr-auxiliary,node-object-

limit,automatic-uso,ha-partner,dr-partner

dr-group-id cluster     node    ha-partner dr-cluster  dr-partner   dr-

auxiliary  node-object-limit automatic-u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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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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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luster_A   node_A_1 node_A_2    cluster_B  node_B_1

node_B_2      on                true

2           cluster_A   node_A_2 node_A_1    cluster_B  node_B_2

node_B_1      on                true

2           cluster_B   node_B_1 node_B_2    cluster_A  node_A_1

node_A_2      on                true

2           cluster_B   node_B_2 node_B_1    cluster_A  node_A_2

node_A_1      on                true

4 entries were displayed.

두 컨트롤러 모듈 모두에서 스토리지 페일오버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클러스터 HA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MetroCluster 구성에 새 컨트롤러 모듈을 추가한 후에는 두 컨트롤러 모듈에서 스토리지
페일오버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클러스터 HA를 별도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MetroCluster 설정은 MetroCluster configure -refresh true 명령을 사용하여 이전에 새로 고쳐져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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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은 각 MetroCluster 사이트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페일오버 활성화:

'Storage failover modify -enabled true-node_existing-node-name _'

단일 명령을 통해 두 컨트롤러 모듈 모두에서 스토리지 페일오버가 사용되도록 설정됩니다.

2. 스토리지 페일오버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스토리지 페일오버 쇼'

출력은 다음과 비슷해야 합니다.

Node           Partner        Possible Stat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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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ctlr        new-ctlr      true      Connected to new-ctlr

new-ctlr        old-ctlr      true      Connected to old-ctlr

2 entries were displayed.

3. 클러스터 HA 활성화:

군산하수정-구성 진실

2개의 노드만 포함하고 스토리지 페일오버에서 제공되는 HA와 다른 경우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고가용성(HA)을
구성해야 합니다.

SVM을 재시작합니다

MetroCluster 구성을 확장한 후 SVM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계

1. 재시작해야 하는 SVM 식별:

'MetroCluster vserver show'

이 명령은 두 MetroCluster 클러스터 모두에 SVM을 표시합니다.

2. 첫 번째 클러스터에서 SVM을 다시 시작합니다.

a. 고급 권한 모드로 진입하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 * y * '를 누릅니다.

세트 프리빌리지 고급

b. SVM 재시작:

'vserver start-vserver_SVM_name_-forc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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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관리자 권한 모드로 돌아가기:

'Set-Privilege admin’입니다

3. 파트너 클러스터에서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4. SVM이 정상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MetroCluster vserver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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