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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드 MetroCluster FC에서 4노드 MetroCluster IP 구성으로
중단 없이 전환(ONTAP 9.8 이상)

ONTAP 9.8부터 기존 2노드 MetroCluster FC 구성에서 새로운 4노드 MetroCluster IP

구성으로 워크로드와 데이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MetroCluster FC 노드의 디스크 쉘프가 IP

노드로 이동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이 전환 절차 전과 후의 구성을 간단히 보여 줍니다.

• 이 절차는 ONTAP 9.8 이상을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지원됩니다.

• 이 절차는 중단을 따릅니다.

• 이 절차는 2노드 MetroCluster FC 구성에만 적용됩니다.

4노드 MetroCluster FC 구성이 있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전환 절차 선택".

• ADP는 이 절차에서 만든 4노드 MetroCluster IP 구성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절차의 모든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기존 스토리지 셸프가 새 MetroCluster IP 노드로 이동됩니다.

• 필요한 경우 구성에 스토리지 쉘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FC-to-IP로 전환할 때 드라이브 쉘프를 재사용하고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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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의 이름 지정 예

이 절차에서는 전체 예제 이름을 사용하여 관련된 DR 그룹, 노드 및 스위치를 식별합니다.

원래 구성의 노드는 fabric-attached 또는 stretch MetroCluster 구성에 있음을 나타내는 접미사 -FC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 사이트_A의 클러스터_A site_B의 cluster_B입니다

dr_group_1-FC • 노드_A_1-FC

• 쉘프_A_1

• 쉘프_A_2

• 노드_B_1-FC

• 쉘프_B_1

• 쉘프_B_2

dr_group_2 - IP입니다 • Node_A_1 - IP

• Node_A_2 - IP

• 쉘프_A_1

• 쉘프_A_2

• 쉘프_A_3 - 신규

• 쉘프_A_4 - 신규

• Node_B_1 - IP

• Node_B_2 - IP

• 쉘프_B_1

• 쉘프_B_2

• 쉘프_B_3 - 신규

• 쉘프_B_4 - 신규

스위치 • 스위치_A_1-FC

• 스위치_A_2-FC

• 스위치_A_1 - IP

• 스위치_A_2 - IP

• 스위치_B_1-FC

• 스위치_B_2-FC

• 스위치_B_1 - IP

• 스위치_B_2 - IP

FC-to-IP의 획기적인 전환 준비

FC-to-IP 전환을 중단하기 위한 일반 요구사항

전환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구성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MetroCluster FC 구성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2노드 구성이어야 하며 모든 노드에서 ONTAP 9.8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2노드 패브릭 연결 또는 확장 MetroCluster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케이블은 _MetroCluster 설치 및 구성_절차에 설명된 대로 모든 요구 사항 및 케이블 연결을 충족해야 합니다.

"패브릭 연결 MetroCluster 설치 및 구성"

"스트레치 MetroCluster 설치 및 구성"

• NSE(NetApp 스토리지 암호화)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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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V 볼륨은 암호화할 수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MetroCluster 사이트에서 6개 노드 모두에 대해 원격 콘솔 액세스 권한이 있거나 사이트 간 이동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FC-to-IP로 전환할 때 드라이브 쉘프를 재사용하고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쉘프에서 적절한 스페어 드라이브와 루트 애그리게이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스토리지 쉘프 재사용

이 절차를 사용할 경우 기존 스토리지 쉘프는 새 구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됩니다. node_A_1-FC 및 node_B_1-

FC를 제거하면 기존 드라이브 셸프가 cluster_A의 node_1-IP 및 node_A_2-IP와 cluster_B_1-IP 및 cluster_B_2-

IP에 연결됩니다

• 새 플랫폼 모델에서 기존 스토리지 쉘프(node_A_1-FC 및 node_B_1-FC에 연결된 쉘프)를 지원해야 합니다.

기존 쉘프가 새로운 플랫폼 모델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새 컨트롤러에서 기존 쉘프를 지원하지
않을 때 중단 없이 전환(ONTAP 9.8 이상)".

• 드라이브 등에 대한 플랫폼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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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컨트롤러를 위한 스토리지 요구 사항입니다

구성이 2노드에서 4노드 배열로 변경되므로 필요한 경우 2개의 추가 컨트롤러(node_A_2-IP 및 node_B_2-IP)를
수용하기 위해 추가 스토리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 기존 쉘프에서 사용 가능한 스페어 드라이브에 따라 구성의 추가 컨트롤러를 수용하기 위해 추가 드라이브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추가 스토리지 쉘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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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및 네 번째 컨트롤러(node_A_2-IP 및 node_B_2-IP)에 대해 각각 14-18개의 드라이브를 추가해야 합니다.

◦ 3개의 pool0 드라이브

◦ 풀 1 드라이브 3개

◦ 스페어 드라이브 2개

◦ 시스템 볼륨용 드라이브 6개~10개

• 새 노드를 포함한 구성이 드라이브 수, 루트 애그리게이트 크기 용량 등을 포함하여 구성에 대한 플랫폼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_NetApp Hardware Universe_의 각 플랫폼 모델에 대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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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중단을 야기하는 전환 워크플로우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특정 워크플로우를 따라야 합니다.

전환을 준비할 때 사이트 간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원격 노드가 랙에 설치되고 케이블이 연결된 후에는 노드에 대한 직렬
터미널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노드가 구성될 때까지 서비스 프로세서 액세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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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luster FC 노드의 포트를 MetroCluster IP 노드로 매핑

MetroCluster FC 노드의 포트 및 LIF 구성을 조정하여 MetroCluster IP 노드를 대체할 IP 노드의 구성과 호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에 새 노드를 처음 부팅할 때 각 노드는 교체할 노드의 최신 구성을 사용합니다. node_A_1-IP를
부팅할 때 ONTAP는 node_A_1-FC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포트에 LIF를 호스팅하려고 시도합니다.

전환 절차 중에 이전 노드와 새 노드 모두에서 단계를 수행하여 클러스터, 관리 및 데이터 LIF 구성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단계

1. 기존 MetroCluster FC 포트 사용량과 새 노드의 MetroCluster IP 인터페이스에 대한 포트 사용량 간에 충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표를 사용하여 새 MetroCluster IP 컨트롤러의 MetroCluster IP 포트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MetroCluster FC 노드의 포트에 데이터 LIF 또는 클러스터 LIF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MetroCluster FC 노드에서 충돌하는 데이터 LIF 또는 클러스터 LIF는 전환 절차의 적절한 단계로 이동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플랫폼 모델별 MetroCluster IP 포트를 보여 줍니다. VLAN ID 열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모델 MetroCluster IP
포트입니다

VLAN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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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 A800 e0b 사용 안 합니다

e1b

AFF A700 및 FAS9000 e5a

e5b

AFF A320 e0g

e0h

AFF A300 및 FAS8200 E1A

e1b

FAS8300/A400/FAS8700 E1A 10

e1b 20

AFF A250 및 FAS500f e0c 10

e0b 20

다음 표를 작성하고 나중에 전환 절차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포트 해당 MetroCluster IP 인터페이스
포트(위 표의 내용)

MetroCluster FC 노드의 이러한
포트에 충돌하는 LIF

node_A_1-FC의 첫 번째
MetroCluster IP 포트입니다

node_A_1-FC의 두 번째
MetroCluster IP 포트입니다

node_B_1-FC의 첫 번째
MetroCluster IP 포트입니다

node_B_1-FC의 두 번째
MetroCluster IP 포트입니다

2. 새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포트와 포트에서 호스팅할 수 있는 LIF를 결정합니다.

컨트롤러의 포트 사용량은 MetroCluster IP 구성에서 사용할 플랫폼 모델 및 IP 스위치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_NetApp Hardware Universe_에서 새 플랫폼의 포트 사용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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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tApp Hardware Universe를 참조하십시오"^]

3. 필요한 경우 node_A_1-FC 및 node_A_1-IP에 대한 포트 정보를 기록합니다.

전환 절차를 수행할 때 표를 참조하십시오.

node_a_1-IP의 열에서 새 컨트롤러 모듈의 물리적 포트를 추가하고 새 노드에 대한 IPspace 및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계획합니다.

노드_A_1-FC Node_A_1 - IP

LIF 포트 IPspace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포트 IPspace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클러스터 4

노드 관리

클러스터 관리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산

인터클러스터
포트

4. 필요한 경우 node_B_1-FC에 대한 모든 포트 정보를 기록합니다.

업그레이드 절차를 수행할 때 표를 참조하십시오.

node_B_1-IP의 열에서 새 컨트롤러 모듈의 물리적 포트를 추가하고 LIF 포트 사용, IPspace 및 새 노드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계획합니다.

노드_B_1-FC Node_B_1 -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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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 물리적 포트 IPspace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물리적 포트 IPspace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클러스터 4

노드 관리

클러스터 관리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산

인터클러스터
포트

MetroCluster IP 컨트롤러 준비

새로운 MetroCluster IP 노드 4개를 준비하고 올바른 ONTAP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은 새 노드 각각에 대해 수행해야 합니다.

• Node_A_1 - IP

• Node_A_2 - IP

• Node_B_1 - IP

• Node_B_2 - IP

노드는 * 새로운 * 스토리지 쉘프에 연결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포함하는 기존 스토리지 쉘프에 연결해서는 * 안됩니다.

이러한 단계는 이제 수행할 수도 있고, 나중에 컨트롤러와 쉘프를 랙 장착했을 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MetroCluster FC 노드의 구성을 변경하기 전에 * 기존 스토리지 쉘프에 노드 * 를 연결하기 전에 * 구성을 지우고 노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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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luster FC 컨트롤러에 연결된 기존 스토리지 쉘프에 연결된 MetroCluster IP 컨트롤러에서는 이
단계를 수행하지 마십시오.

다음 단계에서는 노드의 구성을 지우고 새 드라이브의 메일박스 영역을 지웁니다.

단계

1. 컨트롤러 모듈을 새 스토리지 쉘프에 연결합니다.

2. 유지보수 모드에서 컨트롤러 모듈 및 섀시의 HA 상태를 표시합니다.

하구성 쇼

모든 부품의 HA 상태는 'mcip’이어야 한다.

3. 컨트롤러 또는 섀시의 시스템 상태가 표시되지 않으면 HA 상태를 설정합니다.

ha-config modify controller mcip ha-config modify chassis mccip

4. 유지 관리 모드 종료:

"중지"

명령을 실행한 후 LOADER 프롬프트에서 노드가 중지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5. 4개 노드 모두에 대해 다음 하위 단계를 반복하여 구성을 지웁니다.

a. 환경 변수를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세트 기본값

b. 환경 저장:

'사베에프'

안녕히 계세요

6. 다음 하위 단계를 반복하여 부팅 메뉴의 9a 옵션을 사용하여 4개 노드를 모두 부팅합니다.

a. LOADER 프롬프트에서 부팅 메뉴를 시작합니다.

boot_ontap 메뉴

b. 부팅 메뉴에서 ""9a"" 옵션을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재부팅합니다.

7. 부팅 메뉴의 옵션 ""5"를 사용하여 4개 노드를 각각 유지보수 모드로 부팅합니다.

8. 시스템 ID와 4개 노드 각각을 기록합니다.

'시즈구성’을 선택합니다

9. node_A_1-IP 및 node_B_1-IP에 대해 다음 단계를 반복합니다.

a. 각 사이트에 로컬인 모든 디스크의 소유권을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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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k assign adapter.xx. *

b. node_A_1-IP 및 node_B_1-IP에 드라이브 셸프가 연결된 각 HBA에 대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10. node_A_1-IP 및 node_B_1-IP에서 다음 단계를 반복하여 각 로컬 디스크의 메일박스 영역을 지웁니다.

a. 각 디스크의 메일박스 영역을 제거합니다.

'일상자 파기' 지역 '일상자 파기 파트너

11. 4개의 컨트롤러를 모두 중지합니다.

"중지"

12. 각 컨트롤러에서 부팅 메뉴를 표시합니다.

boot_ontap 메뉴

13. 4개의 각 컨트롤러에서 구성을 지웁니다.

휘폰무화과

widecononfig 작업이 완료되면 노드가 자동으로 부팅 메뉴로 돌아갑니다.

14. 다음 하위 단계를 반복하여 부팅 메뉴의 9a 옵션을 사용하여 4개 노드를 모두 다시 부팅합니다.

a. LOADER 프롬프트에서 부팅 메뉴를 시작합니다.

boot_ontap 메뉴

b. 부팅 메뉴에서 ""9a"" 옵션을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재부팅합니다.

c. 다음 컨트롤러 모듈로 이동하기 전에 컨트롤러 모듈이 부팅을 완료하게 하십시오.

""9a""가 완료되면 노드는 자동으로 부팅 메뉴로 돌아갑니다.

15. 컨트롤러의 전원을 끕니다.

MetroCluster FC 구성의 상태 확인

전환을 수행하기 전에 MetroCluster FC 구성의 상태와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MetroCluster FC 구성에서 수행됩니다.

1. ONTAP에서 MetroCluster 구성 작동을 확인합니다.

a. 시스템에 다중 경로 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node run-node-name sysconfig-a'

b. 두 클러스터 모두에서 상태 알림을 확인합니다.

'시스템 상태 경고 표시

c. MetroCluster 구성을 확인하고 운영 모드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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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luster 쇼

d. MetroCluster 검사를 수행합니다.

'MetroCluster check run

e. MetroCluster 검사 결과를 표시합니다.

MetroCluster 체크 쇼

f. 스위치에 대한 상태 경고를 확인합니다(있는 경우).

'스토리지 스위치 쇼'

g. Config Advisor를 실행합니다.

https://["NetApp 다운로드: Config Advisor"^]

h. Config Advisor를 실행한 후 도구의 출력을 검토하고 출력에서 권장 사항을 따라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2. 노드가 비-HA 모드인지 확인합니다.

'스토리지 페일오버 쇼'

Tiebreaker 또는 기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서 기존 구성 제거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MetroCluster Tiebreaker 구성 또는 기타 타사 애플리케이션(예: ClusterLion)을 사용하여 기존
구성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전환 전에 Tiebreaker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MetroCluster 구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단계

1. Tiebreaker 소프트웨어에서 기존 MetroCluster 구성을 제거합니다.

"MetroCluster 구성을 제거하는 중입니다"

2.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타사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존 MetroCluster 구성을 제거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MetroCluster FC 노드 전환

기존 MetroCluster FC 노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 관리를 시작하라는 AutoSupport

메시지를 보내고, 노드를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전에 기존 컨트롤러 모듈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전환하기 전에 각 노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기존 노드에서 수행됩니다.

• 노드_A_1-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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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_B_1-FC

a. 다음 표의 명령에 대한 출력을 수집합니다.

범주 명령 참고

라이센스 시스템 라이센스가 표시됩니다

쉘프 및 각 쉘프에 있는 디스크 수,

플래시 스토리지 세부 정보, 메모리,

NVRAM 및 네트워크 카드

시스템 노드 run-node_name

sysconfig

클러스터 네트워크 및 노드 관리 LIF 시스템 노드 run-node_name

sysconfig network interface show

-role "cluster, node-mgmt, 데이터"

SVM 정보 vserver show 를 참조하십시오

프로토콜 정보 nfs show iscsi show cifs 를
참조하십시오

물리적 포트 network port show-node_name-

type physical network port show를
참조하십시오

페일오버 그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failover-groups

show-vserver vserver_name 을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차원 이 아닌 페일오버
그룹의 이름과 포트를 기록합니다.

VLAN 구성 네트워크 포트 vlan show-node

node_name

각 네트워크 포트 및 VLAN ID

페어링을 기록합니다.

인터페이스 그룹 구성 네트워크 포트 ifgrp show-

node_name-instance

인터페이스 그룹 및 그룹에 할당된
포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네트워크 포트 브로드캐스트 - 도메인
표시

IPspace 네트워크 IPspace가 표시됩니다

볼륨 정보 볼륨 표시 및 볼륨 표시 필드 암호화

집계 정보 스토리지 애그리게이트 보기 및
스토리지 애그리게이션 암호화 표시
및스토리지 애그리게이트 오브젝트
저장소 표시

디스크 소유권 정보 스토리지 애그리게이트 보기 및
스토리지 애그리게이션 암호화 표시
및스토리지 애그리게이트 오브젝트
저장소 표시

암호화 스토리지 페일오버 메일박스 디스크 쇼
및 보안 키 관리자 백업 쇼

또한 키 관리자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문을 유지합니다. 외부
키 관리자의 경우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대한 인증 정보가 필요합니다.

암호화 보안 키 관리자 가 표시됩니다

암호화 보안 키 관리자 외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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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명령 참고

암호화 systemshell 로컬 kenv

kmip.init.ipaddr IP 주소

암호화 시스템 셸 로컬 kenv

kmip.init.netmask 넷마스크

암호화 systemshell 로컬 kenv

kmip.init.gateway 게이트웨이

암호화 systemshell 로컬 kenv

kmip.init.interface 인터페이스

유지 관리 전에 사용자 지정 AutoSupport 메시지를 보냅니다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전에 AutoSupport 메시지를 발행하여 NetApp 기술 지원 팀에 유지보수
진행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단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사례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작업은 각 MetroCluster 사이트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1. 자동 지원 케이스 생성을 방지하려면 유지 관리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AutoSupport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a. 'system node AutoSupport invoke -node * -type all-message MAINT=maintenance -window-in-hours'

명령을 실행합니다

유지 보수 기간 - 시간 단위 는 유지 보수 기간 길이를 최대 72시간으로 지정합니다. 유지 보수 작업이 경과 시간
전에 완료되면 유지 보수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AutoSupport 메시지('시스템 노드 AutoSupport

invoke-node * -type all-message MAINT=end')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b. 파트너 클러스터에서 명령을 반복합니다.

MetroCluster FC 노드의 전환, 종료 및 제거

이 작업은 MetroCluster FC 노드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것 외에도 각 사이트에서 컨트롤러
모듈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 작업은 이전 노드 각각에 대해 수행해야 합니다.

• 노드_A_1-FC

• 노드_B_1-FC

a. 모든 클라이언트 트래픽을 중지합니다.

b. MetroCluster FC 노드(예: node_A_1-FC)에서 전환을 설정합니다.

i. 'Set-priv advanced’라는 고급 권한 수준을 설정합니다

ii. 전환 활성화:'MetroCluster 전환 활성화-전환-모드 중단

iii. 'Set-priv admin' 모드로 돌아갑니다

c. 루트 애그리게이트의 원격 플렉스를 삭제하여 루트 애그리게이트의 미러를 해제합니다.

i. 'Storage aggregate show-root true’라는 루트 애그리게이트를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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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ool1 집계, 'Storage aggregate plex show-pool 1’을 표시합니다

iii. root aggregate의 local plex: 'aggr plex delete aggr-name-plex-name’을 삭제합니다

iv. 오프라인: 루트 애그리게이트의 원격 플렉스: '루트 집계를 위한 aggr plex offline root-aggregate-plex

remote-for-root-aggregate'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aggr plex offline aggr0_node_A_1-FC_01 -plex plex4

d. 각 컨트롤러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계속하기 전에 메일박스 수, 디스크 자동 할당 및 전환 모드를
확인하십시오.

i. 'Set-priv advanced’라는 고급 권한 수준을 설정합니다

ii. 각 컨트롤러 모듈에 대해 스토리지 장애 조치 사서함-디스크 표시(storage failover mailbox-disk

show)라는 사서함 드라이브가 3개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iii. 'Set-priv admin' 모드로 돌아갑니다

iv. 전환 모드가 Disruptive:MetroCluster transition show 인지 확인합니다

e. 깨진 디스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f.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교체합니다

g. node_A_1-FC 및 node_B_1-FC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storage

aggregate show' 'storage aggregate plex show'

storage aggregate show 명령은 루트 애그리게이트가 미러링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h. VLAN 또는 인터페이스 그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etwork port ifgrp show' network port vlan show'

없는 경우 다음 두 단계를 건너뜁니다.

i. VLAN 또는 ifgrp를 사용하여 LIO 목록을 표시합니다. network interface show-fields home-port, curr-port,

network port show-type if-group | vlan

j. VLAN 및 인터페이스 그룹을 제거합니다.

mc 접미사가 있는 SVM을 포함하여 모든 SVM에 있는 모든 LIF에 대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i. VLAN 또는 인터페이스 그룹을 사용하여 모든 LIF를 사용 가능한 포트('network interface modify -vserver

vserver -name -lif lif_name -home-port port port')로 이동합니다

ii. 홈 포트에 없는 LIF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is-home false로 표시합니다

iii. 모든 LIF를 각각의 홈 포트로 되돌리기: 'network interface revert-vserver vserver_name-lif lif_name'

iv. 모든 LIF가 홈 포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network interface show-is-home false'

출력에는 LIF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v.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서 VLAN 및 ifgrp 포트를 제거합니다. :: ' 네트워크 포트 브로드캐스트 - 도메인 제거
- 포트 - IPSpace IPSpace - 브로드캐스트 - 도메인 브로드캐스트 - 도메인 이름 - 포트 이름 - 포트 이름:

portname, nodename: port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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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모든 VLAN 및 ifgrp 포트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network port show-type if-group|vlan')에 할당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vii. 모든 VLAN 삭제:'network port vlan delete-node nodename-vlan-name vlan-name'

viii. Delete interface groups:'network port ifgrp delete-node nodename-ifgrp ifgrp-name'

k. MetroCluster IP 인터페이스 포트와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LIF를 이동합니다.

의 1단계에서 확인한 LIF를 이동해야 합니다 "MetroCluster FC 노드의 포트를 MetroCluster IP 노드로 매핑".

i. 원하는 포트에서 호스팅되는 모든 LIF를 다른 포트로 이동합니다. 'network interface modify -lif lifname

-vserver vserver -name -home-port new-homedport''network interface revert-lif lifname -vserver

vservername'

ii. 필요한 경우 대상 포트를 적절한 IPspace 및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이동합니다. 네트워크 포트
브로드캐스트-도메인 제거-포트-IPSpace 현재-IPSpace-브로드캐스트-도메인 현재-브로드캐스트-도메인-

도메인-포트 컨트롤러-이름:현재-포트''네트워크 포트 브로드캐스트-도메인 추가-포트-IPSpace NEW-

IPSpace-브로드캐스트-도메인 새-브로드캐스트-도메인-포트 컨트롤러-이름:새-포트'

l. MetroCluster FC 컨트롤러(NODE_A_1-FC, NODE_B_1-FC)를 정지시킵니다

m. LOADER 프롬프트에서 FC 및 IP 컨트롤러 모듈 사이의 하드웨어 클록을 동기화합니다.

i. 기존 MetroCluster FC 노드(node_a_1-FC)에서 날짜 표시: '날짜 표시’를 표시합니다

ii. 새 MetroCluster IP 컨트롤러(node_a_1-ip 및 node_B_1-ip)에서 원래 컨트롤러에 표시된 날짜를
설정합니다

iii. 새 MetroCluster IP 컨트롤러(NODE_A_1-IP, NODE_B_1-IP)에서 날짜:'날짜 표시’를 확인합니다

n. MetroCluster FC 컨트롤러 모듈(node_A_1-FC 및 node_B_1-FC), FC-SAS 브리지(있는 경우), FC 스위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노드에 연결된 각 스토리지 쉘프를 중지하고 끕니다.

o. MetroCluster FC 컨트롤러에서 쉘프를 분리하고 각 클러스터에 대한 로컬 스토리지인 쉘프를 기록합니다.

구성에서 FC-to-SAS 브리지 또는 FC 백엔드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을 끊고 제거합니다.

p. MetroCluster FC 노드(node_A_1-FC 및 node_B_1-FC)의 유지 관리 모드에서 연결된 디스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q. MetroCluster FC 노드의 전원을 끄고 분리합니다.

이 시점에서 MetroCluster FC 컨트롤러가 제거되고 쉘프가 모든 컨트롤러에서 분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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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luster IP 컨트롤러 모듈 연결

구성에 새 컨트롤러 모듈 4개와 추가 스토리지 쉘프를 추가해야 합니다. 새 컨트롤러 모듈은 한
번에 두 개씩 추가됩니다.

새 컨트롤러 설정

새로운 MetroCluster IP 컨트롤러를 이전에 MetroCluster FC 컨트롤러에 연결된 스토리지 쉘프에 연결하고 케이블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러한 단계는 각 MetroCluster IP 노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Node_A_1 - IP

• Node_A_2 - IP

• Node_B_1 - IP

• Node_B_2 - IP

다음 예에서는 새 컨트롤러 모듈을 수용하기 위한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각 사이트에 2개의 추가 스토리지 쉘프를
추가합니다.

단계

1. 필요에 따라 새 컨트롤러 모듈 및 스토리지 쉘프를 포지셔닝합니다.

랙 공간은 컨트롤러 모듈의 플랫폼 모델, 스위치 유형 및 구성의 스토리지 쉘프 수에 따라 다릅니다.

2. 적절하게 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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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트롤러, 스토리지 쉘프 및 IP 스위치 같은 새 장비를 랙에 장착

이때 스토리지 쉘프 또는 IP 스위치에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4. 전원 케이블 및 관리 콘솔 연결을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5. 모든 스토리지 쉘프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6. 4개 노드 모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연결된 드라이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a. LOADER 프롬프트에서 부팅 메뉴를 시작합니다.

boot_ONTAP maint를 선택합니다

b. 연결된 드라이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디스크 쇼-v'

출력에는 드라이브가 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a. 노드 중단:

"중지"

7. 부팅 메뉴의 9a 옵션을 사용하여 4개 노드를 모두 부팅합니다.

a. LOADER 프롬프트에서 부팅 메뉴를 시작합니다.

boot_ontap 메뉴

b. 부팅 메뉴에서 ""9a"" 옵션을 선택하여 컨트롤러를 재부팅합니다.

c. 다음 컨트롤러 모듈로 이동하기 전에 컨트롤러 모듈이 부팅을 완료하게 하십시오.

""9a""가 완료되면 노드는 자동으로 부팅 메뉴로 돌아갑니다.

8. 스토리지 쉘프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케이블 연결 정보는 해당 모델의 컨트롤러 설치 및 설정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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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에 설명된 대로 컨트롤러를 IP 스위치에 연결합니다 "IP 스위치 케이블 연결".

10. 새로운 RCF 파일 적용을 위한 IP 스위치를 준비합니다.

스위치 공급업체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Broadcom IP 스위치를 출하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 "Cisco IP 스위치를 출하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11. RCF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스위치 공급업체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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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adcom RCF 파일 다운로드 및 설치"

◦ "Cisco IP RCF 파일 다운로드 및 설치"

12. 첫 번째 새 컨트롤러(node_a_1-IP)의 전원을 켜고 Ctrl-C를 눌러 부팅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로더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13. 컨트롤러를 유지보수 모드로 부팅합니다.

boot_ontap_maint를 선택합니다

14. 컨트롤러의 시스템 ID를 표시합니다.

'Sysconfig-v’입니다

15. 기존 구성의 쉘프가 새 MetroCluster IP 노드에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Storage show shelf''Disk show-v

16. 노드 중단:

"중지"

17. 파트너 사이트(site_B)의 다른 노드에서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node_A_1-IP 및 node_B_1-IP 연결 및 부팅

MetroCluster IP 컨트롤러와 IP 스위치를 연결한 후 node_A_1-IP 및 node_B_1-IP를 전환하고 부팅합니다.

node_A_1-IP를 가져오는 중입니다

노드를 올바른 전환 옵션으로 부팅해야 합니다.

단계

1. 부트 노드_A_1-IP를 부트 메뉴로

boot_ontap 메뉴

2. 부팅 메뉴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전환을 시작합니다.

BOOT_after_MCC_transition

◦ 이 명령은 node_A_1-FC가 소유한 모든 디스크를 node_A_1-IP에 다시 할당합니다.

▪ node_A_1 - FC 디스크가 node_A_1-IP에 할당됩니다

▪ node_B_1 - FC 디스크가 node_B_1-IP에 할당됩니다

◦ 또한 명령은 MetroCluster IP 노드가 ONTAP 프롬프트로 부팅될 수 있도록 다른 필요한 시스템 ID를 자동으로
재할당합니다.

◦ 어떤 이유로든 boot_after_MCC_transition 명령이 실패하면 부팅 메뉴에서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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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Ctrl-C를 입력하여 계속합니다. MCC DR 상태 확인 중… [Ctrl-

C(resume), S(status), L(link) 입력] _

▪ 루트 볼륨이 암호화된 경우 노드는 다음 메시지와 함께 중지됩니다. 루트 볼륨이 암호화되어
있고(NetApp Volume Encryption) 키 가져오기에 실패하여 시스템을 중지합니다. 이
클러스터에 외부(KMIP) 키 관리자를 구성한 경우 키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Please choose one of the following:

(1) Normal Boot.

(2) Boot without /etc/rc.

(3) Change password.

(4) Clean configuration and initialize all disks.

(5) Maintenance mode boot.

(6) Update flash from backup config.

(7) Install new software first.

(8) Reboot node.

(9) Configure Advanced Drive Partitioning. Selection (1-9)?

`boot_after_mcc_transition`

This will replace all flash-based configuration with the last backup

to disks. Are you sure you want to continue?: yes

MetroCluster Transition: Name of the MetroCluster FC node: `node_A_1-

FC`

MetroCluster Transition: Please confirm if this is the correct value

[yes|no]:? y

MetroCluster Transition: Disaster Recovery partner sysid of

MetroCluster FC node node_A_1-FC: `systemID-of-node_B_1-FC`

MetroCluster Transition: Please confirm if this is the correct value

[yes|no]:? y

MetroCluster Transition: Disaster Recovery partner sysid of local

MetroCluster IP node: `systemID-of-node_B_1-IP`

MetroCluster Transition: Please confirm if this is the correct value

[yes|no]:? y

3. 데이터 볼륨이 암호화된 경우 키 관리 구성에 맞는 명령을 사용하여 키를 복원합니다.

사용 중인 경우… 이 명령 사용…

• 온보드 키 관리 * 보안 키매니저 온보드 동기화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https://["온보드 키 관리 암호화 키를
복원하는 중입니다"^].

• 외부 키 관리 * '보안 키 관리자 키 쿼리 노드 이름'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https://["외부 키 관리 암호화 키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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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루트 볼륨이 암호화된 경우 의 절차를 사용합니다 "루트 볼륨이 암호화된 경우 키 관리 복구".

루트 볼륨이 암호화된 경우 키 관리 복구

루트 볼륨이 암호화된 경우 특수 부팅 명령을 사용하여 키 관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수집한 암호 문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온보드 키 관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하위 단계를 수행하여 구성을 복원합니다.

a. LOADER 프롬프트에서 부팅 메뉴를 표시합니다.

boot_ontap 메뉴

b. 부팅 메뉴에서 ""(10) 온보드 키 관리 복구 암호 설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프롬프트에 따라 적절히 응답합니다.

This option must be used only in disaster recovery procedures. Are

you sure? (y or n): y

Enter the passphrase for onboard key management: passphrase

Enter the passphrase again to confirm: passphrase

Enter the backup data: backup-key

시스템이 부팅 메뉴로 부팅됩니다.

c. 부팅 메뉴에서 옵션 ""6""을 입력합니다.

프롬프트에 따라 적절히 응답합니다.

This will replace all flash-based configuration with the last backup

to

disks. Are you sure you want to continue?: y

Following this, the system will reboot a few times and the following

prompt will be available continue by saying y

WARNING: System ID mismatch. This usually occurs when replacing a

boot device or NVRAM cards!

Override system ID? {y|n} y

재부팅 후 시스템에 LOADER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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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OADER 프롬프트에서 부팅 메뉴를 표시합니다.

boot_ontap 메뉴

e. 부팅 메뉴에서 ""(10) 온보드 키 관리 복구 암호 설정" 옵션을 다시 선택합니다.

프롬프트에 따라 적절히 응답합니다.

This option must be used only in disaster recovery procedures. Are

you sure? (y or n): `y`

Enter the passphrase for onboard key management: `passphrase`

Enter the passphrase again to confirm:`passphrase`

Enter the backup data:`backup-key`

시스템이 부팅 메뉴로 부팅됩니다.

f. 부팅 메뉴에서 ""1"" 옵션을 입력합니다.

다음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Ctrl+C를 눌러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Checking MCC DR state... [enter Ctrl-C(resume), S(status), L(link)]

시스템이 ONTAP 프롬프트로 부팅됩니다.

g. 온보드 키 관리 복원:

보안 키매니저 온보드 동기화

이전에 수집한 암호를 사용하여 프롬프트에 적절하게 응답합니다.

cluster_A::> security key-manager onboard sync

Enter the cluster-wide passphrase for onboard key management in Vserver

"cluster_A":: passphrase

2. 외부 키 관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하위 단계를 수행하여 구성을 복원합니다.

a. 필요한 boots를 설정합니다.

'bootarg.kmip.init.ipaddr ip-address'

'셋틴 bootarg.kmip.init.netmask 넷마스크'

'bootarg.kmip.init.gateway gateway-address'

'셋틴 bootarg.kmip.init.interface interfac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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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OADER 프롬프트에서 부팅 메뉴를 표시합니다.

boot_ontap 메뉴

c. 부팅 메뉴에서 ""(11) Configure node for external key management" 옵션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부팅 메뉴로 부팅됩니다.

d. 부팅 메뉴에서 옵션 ""6""을 입력합니다.

시스템이 여러 번 부팅됩니다. 부팅 프로세스를 계속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재부팅 후 시스템에 LOADER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 필요한 boots를 설정합니다.

'bootarg.kmip.init.ipaddr ip-address'

'셋틴 bootarg.kmip.init.netmask 넷마스크'

'bootarg.kmip.init.gateway gateway-address'

'셋틴 bootarg.kmip.init.interface interface-id'

a. LOADER 프롬프트에서 부팅 메뉴를 표시합니다.

boot_ontap 메뉴

b. 부팅 메뉴에서 ""(11) Configure node for external key management" 옵션을 다시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프롬프트에 응답합니다.

시스템이 부팅 메뉴로 부팅됩니다.

c. 외부 키 관리 복원:

보안 키 관리자 외부 복원

네트워크 구성을 만드는 중입니다

FC 노드의 구성과 일치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는 MetroCluster IP 노드가 부팅될 때 동일한 구성을
재생하므로, node_A_1-IP 및 node_B_1-IP 부팅에서 ONTAP은 각각 node_A_1-FC 및 node_B_1-FC에서 사용된
동일한 포트에 LIF를 호스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네트워크 구성을 만들 때 에서 만든 계획을 사용합니다 "MetroCluster FC 노드의 포트를 MetroCluster IP 노드로 매핑"

도움을 드립니다.

MetroCluster IP 노드를 구성한 후 데이터 LIF를 가져오려면 추가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모든 클러스터 포트가 적절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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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LIF를 생성하려면 클러스터 IPspace 및 클러스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a. IP 공간 보기:

네트워크 IPspace 쇼

b. IP 공간을 생성하고 필요에 따라 클러스터 포트를 할당합니다.

http://["IPspace 구성(클러스터 관리자만 해당)"^]

c.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보기:

네트워크 포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쇼

d. 필요에 따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클러스터 포트를 추가합니다.

https://["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서 포트 추가 또는 제거"^]

e. 필요에 따라 VLAN 및 인터페이스 그룹을 다시 생성합니다.

VLAN 및 인터페이스 그룹 멤버쉽은 이전 노드의 멤버쉽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VLAN을 생성하는 중입니다"^]

https://["물리적 포트를 결합하여 인터페이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2. 포트 및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대해 MTU 설정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변경합니다.

네트워크 포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쇼

'network port broadcast-domain modify -broadcast -domain_bcastdomainname_-MTU_MTU -value_'

클러스터 포트 및 클러스터 LIF 설정

클러스터 포트 및 LIF를 설정해야 합니다. 루트 애그리게이트로 부팅된 사이트 A 노드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계

1. 원하는 클러스터 포트를 사용하여 LIF 목록 식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curr-port portname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home-port portname

2. 각 클러스터 포트에 대해 해당 포트에 있는 LIF의 홈 포트를 다른 포트로 변경합니다.

a. 고급 권한 모드로 진입하고 계속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y""를 입력합니다.

'et priv advanced'

b. 수정되는 LIF가 데이터 LIF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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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rver config override -command' network interface modify -lif_lifname_-vserver_vservername_-home

-port_new-datahomport_'

c. LIF가 데이터 LIF가 아닌 경우:

'network interface modify -lif_lifname_-vserver_vservername_-home-port_new-datahomport_'

d. 수정된 LIF를 홈 포트로 되돌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되돌리기 * - vserver_vserver_name_'

e. 클러스터 포트에 LIF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curr-port_portname _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home-port_portname _

a. 현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서 포트를 제거합니다.

'network port broadcast-domain remove-ports-IPSpace_ipspacename_-broadcast-

domain_bcastdomainname_-ports_node_name:port_name_'

b. 클러스터 IPspace 및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포트 추가:

'network port broadcast-domain add-ports-IPSpace Cluster-broadcast-domain Cluster-

ports_node_name:port_name_'

c. 포트의 역할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network port show'

d. 각 클러스터 포트에 대해 이러한 하위 단계를 반복합니다.

e. 관리자 모드로 돌아가기:

'et priv admin'

3. 새 클러스터 포트에 클러스터 LIF 생성:

a. 클러스터 LIF에 대한 링크 로컬 주소를 사용하여 자동 구성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network interface create-vserver cluster-lif_cluster_lifname_-service-policy_default-cluster_-home-

node_a1name_-home-port clusterport-auto true'

b. 클러스터 LIF에 정적 IP 주소를 할당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etwork interface create-vserver Cluster-lif_cluster_lifname_-service-policy default-cluster-home-

node_a1name_-home-port_clusterport_-address_netmask_-status-admin up’을 선택합니다

LIF 구성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전 컨트롤러에서 스토리지를 이동하면 노드 관리 LIF, 클러스터 관리 LIF 및 인터클러스터 LIF가 계속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LIF를 적절한 포트로 이동해야 합니다.

단계

1. 관리 LIF 및 클러스터 관리 LIF가 이미 원하는 포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4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service-policy default-managemen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service-policy default-인터클러스터

LIF가 원하는 포트에 있는 경우 이 작업의 나머지 단계를 건너뛰고 다음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원하는 포트에 없는 각 노드, 클러스터 관리 또는 인터클러스터 LIF의 경우 해당 포트에 있는 LIF의 홈 포트를 다른
포트로 변경하십시오.

a. 원하는 포트에 호스팅된 LIF를 다른 포트로 이동하여 원하는 포트를 재활용합니다.

'vserver config override -command' network interface modify -lif_lifname_-vserver_vservername_-home

-port_new-datahomport_'

b. 수정한 LIF를 새 홈 포트로 되돌리기:

'vserver config override -command 'network interface revert-lif_lifname_-vserver_vservername'

c. 원하는 포트가 오른쪽 IPspace 및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없는 경우 현재 IPspace 및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서 포트를 제거합니다.

'network port broadcast-domain remove-ports-IPSpace_current-IPSpace_-broadcast-domain_current-

broadcast-domain_-ports_controller-name:current-port_'

d. 원하는 포트를 오른쪽 IPspace 및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이동:

'network port broadcast-domain add-ports-IPSpace_new-IPSpace_-broadcast-domain_new-broadcast-

domain_-ports_controller-name:new-port_'

e. 포트의 역할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포트 쇼

f. 각 포트에 대해 이러한 하위 단계를 반복합니다.

3. 노드, 클러스터 관리 LIF 및 인터클러스터 LIF를 원하는 포트로 이동합니다.

a. LIF의 홈 포트를 변경합니다.

'network interface modify -vserver_vserver_-lif_node_mgmt_-home-port_port_-home

-node_homenode_'

b. LIF를 새로운 홈 포트로 되돌립니다.

'network interface revert-lif_node_mgmt_-vserver_vservername_'

c. 클러스터 관리 LIF의 홈 포트를 변경합니다.

'network interface modify -vserver_vserver_-lif_cluster-mgmt-LIF-name_-home-port_port_-home

-node_homenode_'

d. 클러스터 관리 LIF를 새로운 홈 포트로 되돌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revert-lif_cluster-mgmt-LIF-name_-vserver_vservernam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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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인터클러스터 LIF의 홈 포트를 변경합니다.

'network interface modify -vserver_vserver_-lif_인터클러스터 -lif-name_-home-node_nodename_-home

-port_port_'

f. 인터클러스터 LIF를 새 홈 포트로 되돌리기:

'network interface revert-lif_인터클러스터-lif-name_-vserver_vservername_'

node_A_2-IP 및 node_B_2-IP를 가져오는 중입니다

각 사이트에서 새로운 MetroCluster IP 노드를 구성하여 각 사이트에 HA 쌍을 생성해야 합니다.

node_A_2-IP 및 node_B_2-IP를 가져오는 중입니다

부팅 메뉴에서 올바른 옵션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하나씩 새 컨트롤러 모듈을 부팅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단계에서는 2노드 구성으로 있던 것을 4노드 구성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2노드 구성으로 실행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다음 노드에서 수행됩니다.

• Node_A_2 - IP

• Node_B_2 - IP

단계

1. 부팅 옵션 ""9c""를 사용하여 새 노드를 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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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choose one of the following:

(1) Normal Boot.

(2) Boot without /etc/rc.

(3) Change password.

(4) Clean configuration and initialize all disks.

(5) Maintenance mode boot.

(6) Update flash from backup config.

(7) Install new software first.

(8) Reboot node.

(9) Configure Advanced Drive Partitioning. Selection (1-9)? 9c

노드가 초기화되고 다음과 유사한 노드 설정 마법사로 부팅됩니다.

Welcome to node setup

You can enter the following commands at any time:

"help" or "?" - if you want to have a question clarified,

"back" - if you want to change previously answered questions, and

"exit" or "quit" - if you want to quit the setup wizard.

Any changes you made before quitting will be saved.

To accept a default or omit a question, do not enter a value. .

.

.

""9c"" 옵션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십시오.

◦ 옵션 9a를 실행하지 마십시오.

◦ 데이터가 포함된 기존 쉘프를 원래 MetroCluster FC 구성(shelf_A_1, shelf_A_2, shelf_B_1, shelf_B_2)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여 KB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MetroCluster FC에서 IP로의 전환 - 옵션 9c

실패"^].

https://["NetApp 지원"^]

2. 마법사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AutoSupport 도구를 활성화합니다.

3. 프롬프트에 응답하여 노드 관리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Enter the node management interface port: [e0M]:

Enter the node management interface IP address: 10.228.160.229

Enter the node management interface netmask: 225.225.252.0

Enter the node management interface default gateway: 10.228.160.1

4. 스토리지 페일오버 모드가 HA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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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페일오버 표시 필드 모드'

HA 모드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Storage failover modify -mode ha-node_localhost_'

그런 다음 노드를 재부팅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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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드 설정 마법사를 종료합니다.

종료

7. admin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 admin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8. 클러스터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기존 클러스터를 결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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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 setup

Welcome to the cluster setup wizard.

You can enter the following commands at any time:

"help" or "?" - if you want to have a question clarified,

"back" - if you want to change previously answered questions, and "exit"

or "quit" - if you want to quit the cluster setup wizard.

Any changes you made before quitting will be saved.

You can return to cluster setup at any time by typing "cluster setup".

To accept a default or omit a question, do not enter a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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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join}:

join

9. 클러스터 설정 마법사를 완료하고 종료한 후 클러스터가 활성 상태이고 노드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클러스터 쇼'

10. 디스크 자동 할당 해제:

'storage disk option modify -autostassign off-node_a_2-ip’이 있습니다

11. 암호화가 사용되는 경우 키 관리 구성에 맞는 명령을 사용하여 키를 복원합니다.

사용 중인 경우… 이 명령 사용…

• 온보드 키 관리 * 보안 키매니저 온보드 동기화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https://["온보드 키 관리 암호화 키를
복원하는 중입니다"].

• 외부 키 관리 * 'Security key-manager key query-node_node-name_'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https://["외부 키 관리 암호화 키 복원"^].

12. 두 번째 새 컨트롤러 모듈(node_B_2-IP)에서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MTU 설정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포트 및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대해 MTU 설정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합니다.

단계

1. 클러스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MTU 크기를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포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쇼

2.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라 MTU 크기를 업데이트합니다.

'network port broadcast-domain modify -broadcast -domain_bcast-domain -name_-mtu_mtu -size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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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클러스터 LIF 구성

클러스터 피어링을 위해 필요한 인터클러스터 LIF를 구성합니다.

이 작업은 node_A_2-IP와 node_B_2-IP 두 노드에서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단계

1. 인터클러스터 LIF를 구성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인터클러스터 LIF 구성"

클러스터 피어링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cluster_A와 cluster_B가 피어링되었으며 각 클러스터의 노드가 서로 통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클러스터 피어링 관계를 확인합니다.

클러스터 피어 상태 쇼

cluster01::> cluster peer health show

Node       cluster-Name                Node-Name

             Ping-Status               RDB-Health Cluster-Health  A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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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_A_1-IP

           cluster_B                   node_B_1-IP

             Data: interface_reachable

             ICMP: interface_reachable true       true            true

                                       node_B_2-IP

             Data: interface_reachable

             ICMP: interface_reachable true       true            true

node_A_2-IP

           cluster_B                   node_B_1-IP

             Data: interface_reachable

             ICMP: interface_reachable true       true            true

                                       node_B_2-IP

             Data: interface_reachable

             ICMP: interface_reachable true       true            true

2. Ping을 통해 피어 주소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cluster peer ping-Originating-node_local-node_-destination-cluster_remote-cluster-name_'

새 노드 구성 및 전환 완료

새 노드가 추가되면 전환 단계를 완료하고 MetroCluster IP 노드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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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luster IP 노드 구성 및 전환 비활성화

MetroCluster IP 연결을 구현하고, MetroCluster 구성을 새로 고치고, 전환 모드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1. controller node_a_1-IP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DR 그룹으로 새 노드를 구성합니다.

'MetroCluster configuration-settings dr-group create-partner-cluster peer-cluster-name-local-node local-

controller-name-remote-node remote-controller-name'

'MetroCluster configuration-settings dr-group show’를 선택합니다

2. MetroCluster IP 인터페이스 생성(node_A_1-IP, node_A_2-IP, node_B_1-IP, node_B_2-IP) — 컨트롤러당
2개의 인터페이스 생성 필요, 총 8개의 인터페이스:

MetroCluster configuration-settings interface create-cluster-name cluster-name-home-node controller-

name-home-port port-address-netmask-vlan-id vlan-id ``metrocluster configuration-settings interface show’

ONTAP 9.9.1부터 Layer 3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MetroCluster IP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때 '-

gateway' 매개변수도 지정해야 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계층 3 광역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 사항".

기본 VLAN I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vlan-id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특정 시스템만 기본 VLAN ID가 아닌
VLAN ID를 지원합니다.

◦ 특정 플랫폼은 MetroCluster IP 인터페이스에 VLAN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포트 각각은
서로 다른 VLAN을 사용합니다(10 및 20). 'MetroCluster configuration-settings interface

create' 명령에서 '-vlan-id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100보다 큰(기본 아님) VLAN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101 ~ 4095 사이).

◦ ONTAP 9.9.1부터 Layer 3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MetroCluster IP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때 '-

gateway' 매개변수도 지정해야 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계층 3 광역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
사항".

사용된 VLAN이 10/20 이상인 경우 기존 MetroCluster 구성에 다음 플랫폼 모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VLAN을 사용하는 경우 MetroCluster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기존 구성에 이러한 플랫폼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ONTAP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VLAN 구성은 관련이 없습니다.

AFF 플랫폼 FAS 플랫폼

• AFF A220

• AFF A250

• AFF A400

• FAS2750

• 500f로 설정합니다

• FAS8300

• FAS8700

3. 컨트롤러 node_a_1-IP에서 MetroCluster 연결 작업을 수행하여 MetroCluster 사이트를 연결합니다. — 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MetroCluster configuration-settings connection connect’를 선택합니다

4. iSCSI 연결을 통해 각 컨트롤러에서 원격 클러스터 디스크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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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쇼'

구성에 다른 노드에 속한 원격 디스크가 표시됩니다.

5. node_A_1-IP 및 node_B_1-IP에 대한 루트 애그리게이트 미러링:

집계 미러 집계 루트 집계

6. node_A_2-IP 및 node_B_2-IP에 대한 디스크를 할당합니다.

부팅 메뉴에서 boot_after_MCC_transition 명령이 실행될 때 node_A_1-IP 및 node_B_1-IP에 대해 이미 작성된
풀 1 디스크 할당.

a. node_a_2-ip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디스크 할당: disk1disk2disk3…diskn-sysid node_B_2-ip-controller-sysid-pool 1-force

b. node_B_2-IP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디스크 할당 disk1disk2disk3…diskn-sysid node_a_2-ip-controller-sysid-pool 1-force"

7. 원격 디스크에 대한 소유권이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디스크 쇼'

8. 필요한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소유권 정보를 새로 고칩니다.

a. 고급 권한 모드로 이동하고 계속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를 입력합니다.

'et priv advanced'

b. 디스크 소유권 새로 고침:

디스크 리프레시-소유권 컨트롤러-이름

c. 관리자 모드로 돌아가기:

'et priv admin'

9. node_A_2-IP 및 node_B_2-IP의 루트 애그리게이트를 미러링합니다.

집계 미러 집계 루트 집계

10. 루트 및 데이터 애그리게이트에 대해 애그리게이트 재동기화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어거 쇼' '어거 플렉스 쇼'

재동기화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11. 새 노드를 통합하기 위해 MetroCluster 구성 새로 고침:

a. 고급 권한 모드로 이동하고 계속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를 입력합니다.

'et priv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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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성 새로 고침:

을(를) 구성한 경우… 이 명령 실행…

각 클러스터의 단일 애그리게이트: MetroCluster configure-refresh true-allow-with-

one-aggregate true

각 클러스터에 하나의 집합 이상 MetroCluster 설정-새로 고침 참

c. 관리자 모드로 돌아가기:

'et priv admin'

12. MetroCluster 전환 모드 비활성화:

a. 고급 권한 모드로 진입하고 계속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y""를 입력합니다.

'et priv advanced'

b. 전환 모드 비활성화:

MetroCluster 전환 비활성화

c. 관리자 모드로 돌아가기:

'et priv admin'

새 노드에서 데이터 LIF 설정

새 노드인 node_A_2-IP 및 node_B_2-IP에 데이터 LIF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직 할당되지 않은 경우 새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포트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추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새 포트에 VLAN 또는 인터페이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관리"

1. 현재 포트 사용 및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식별:

네트워크 포트쇼 네트워크 포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쇼

2. 필요에 따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및 VLAN에 포트를 추가합니다.

a. IP 공간 보기:

네트워크 IPspace 쇼

b. IP 공간을 생성하고 필요에 따라 데이터 포트를 할당합니다.

http://["IPspace 구성(클러스터 관리자만 해당)"^]

c.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보기:

네트워크 포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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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필요에 따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데이터 포트를 추가합니다.

https://["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서 포트 추가 또는 제거"^]

e. 필요에 따라 VLAN 및 인터페이스 그룹을 다시 생성합니다.

VLAN 및 인터페이스 그룹 멤버쉽은 이전 노드의 멤버쉽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VLAN을 생성하는 중입니다"^]

https://["물리적 포트를 결합하여 인터페이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3. LIF가 필요에 따라 MetroCluster IP 노드(SVM with-mc vserver 포함)의 적절한 노드와 포트에서 호스팅되는지
확인합니다.

에서 수집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구성을 만드는 중입니다".

a. LIF의 홈 포트를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field home-port

b. 필요한 경우 LIF 구성을 수정합니다.

'vserver config override -command' network interface modify -vserver vserver_name -home-port

active_port_after_upgrade -lif lif_name -home-node new_node_name'

c. LIF를 홈 포트로 되돌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되돌리기 * - vserver_vserver_name_'

SVM을 가져오는 중입니다

LIF 구성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 새 노드에서 SVM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계

1. SVM 상태 확인:

'MetroCluster vserver show'

2. ""-mc" 접미사가 없는 cluster_a에서 SVM을 다시 시작합니다.

'vserver start-vserver svm-name-force true'

3. 파트너 클러스터에서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4. 모든 SVM이 정상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MetroCluster vserver show'

5. 모든 데이터 LIF가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쇼

34



시스템 볼륨을 새 노드로 이동

복원력을 향상시키려면 시스템 볼륨을 컨트롤러 노드_A_1-IP에서 컨트롤러 노드_A_2-IP로, 노드_B_1-IP에서
노드_B_2-IP로 이동해야 합니다. 시스템 볼륨의 대상 노드에 미러링된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시스템 볼륨에는 "mdv_crs_*_a" 또는 "mdv_crs_*_B." 형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_A" 및 ""_B" 지정은 이 섹션
전체에서 사용되는 site_A 및 site_B 참조와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MDV_CRS_ *_A는 site_A와 관련이
없습니다

단계

1.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node_A_2-IP 및 node_B_2-IP에 대해 풀 0 및 풀 1 디스크 3개를 각각 할당합니다.

2. 디스크 자동 할당을 활성화합니다.

3. site_A의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_B 시스템 볼륨을 node_A_1-IP에서 node_A_2-IP로 이동합니다

a. 컨트롤러 node_a_2-IP에 미러링된 애그리게이트를 만들어 시스템 볼륨을 유지합니다.

"aggr create-aggregate new_node_a_2-ip_aggr-diskcount 10-mirror true-node nodename_node_a_2-

IP"를 나타냅니다

'어거 쇼'

미러링된 애그리게이트에는 컨트롤러 node_A_2-IP가 소유하는 풀 0 5개와 풀 1 스페어 디스크 5개가
필요합니다.

고급 옵션인 "'-force-small-aggregate true'"는 디스크가 부족한 경우 풀 0 3개와 풀 1 디스크 3개로 디스크
사용을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관리 SVM과 관련된 시스템 볼륨을 나열합니다.

'vserver show'

'volume show-vserver_admin-vserver-name_'

site_A가 소유한 Aggregate에 포함된 볼륨을 식별해야 합니다 site_B 시스템 볼륨도 표시됩니다.

4. site_A의 MDV_CRS_ * _B 시스템 볼륨을 컨트롤러 node_A_2-IP에 생성된 미러링된 Aggregate로 이동합니다

a. 가능한 대상 애그리게이트 확인:

'volume move target-aggr show -vserver_admin -vserver-name_-volume system_vol_MDV_B'

node_a_2-ip에서 새로 생성된 애그리게이트를 나열해야 합니다.

b. node_A_2-IP에서 새로 생성된 Aggregate로 볼륨을 이동합니다.

진일진일보한 것

'volume move start-vserver_admin-vserver_-volume system_vol_MDV_B-destination-aggregate

new_node_A_2-IP_aggr-cutover-window 40'

c. 이동 작업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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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move show -vserver_admin -vserver-name_-volume system_vol_MDV_B'

d. 이동 작업이 완료되면, MDV_CRS_*_B 시스템이 node_A_2-IP의 새 집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자 설정’을 선택합니다

'volume show-vserver_admin-vserver_'

5. site_B(node_B_1-IP 및 node_B_2-IP)에서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시스템을 정상 작동 상태로 되돌리기

최종 구성 단계를 수행하고 MetroCluster 구성을 정상 작동 상태로 되돌리십시오.

전환 후 MetroCluster 작업 확인 및 드라이브 할당

MetroCluster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드라이브를 두 번째 쌍의 새 노드(node_A_2-IP

및 node_B_2-IP)에 할당해야 합니다.

1. MetroCluster configuration-type이 IP-fabric인 MetroCluster show인지 확인한다

2. MetroCluster 검사를 수행합니다.

a. MetroCluster check run 명령을 발행한다

b. MetroCluster 체크 표시 결과를 MetroCluster check show로 출력한다

3. MetroCluster IP 노드의 DR 그룹이 'MetroCluster node show’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필요에 따라 각 사이트에서 컨트롤러 node_A_2-IP 및 node_B_2-IP에 대한 추가 데이터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하고
미러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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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내 지원 섹션에서 NetApp Support 사이트의 새 노드에 대한 라이센스 키를
얻습니다.

라이센스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자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AFF/FAS 시스템의 라이센스 업데이트를
위한 마더보드 교체 후 프로세스"

2. 각 라이센스 키를 설치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system license add-license-code license_key'

license_key의 길이는 28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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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수행할 수 있는 기타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 중 일부는 선택
사항입니다.

1. Service Processor를 'System service-processor network modify’로 설정한다

2. 새 노드에서 AutoSupport를 설정합니다: 'system node AutoSupport modify'

3. 전환 과정에서 컨트롤러 이름을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system node rename -node <old-name>

-newname <new-name>' 컨트롤러의 이름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바꾸기 작업을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system show-fields node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이름 변경 내용이 각 노드에 전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중재자를 위한 고려 사항"

링크:../install-ip/concept_mediator_requirements.html

"Tiebreaker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성"

유지 관리 후 사용자 지정 AutoSupport 메시지 보내기

전환을 완료한 후 유지 관리 완료를 나타내는 AutoSupport 메시지를 보내야 자동 케이스 생성이
재개됩니다.

1. 자동 지원 케이스 생성을 재개하려면 유지 관리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AutoSupport 메시지를 보냅니다.

a. 'system node AutoSupport invoke -node * -type all-message maINT=end' 명령을 발행한다

b. 파트너 클러스터에서 명령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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