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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스위치 유지 보수 및 교체

IP 스위치를 교체하거나 기존 MetroCluster IP 스위치 사용을
변경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스위치를 교체하거나, 스위치를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하거나, 기존
MetroCluster IP 스위치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NetApp 검증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MetroCluster 호환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스위치
공급업체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차에서는 다음 변환을 지원합니다.

• 스위치 공급업체, 유형 또는 둘 다를 변경합니다. 새 스위치는 스위치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전 스위치와 같을 수도
있고 스위치 유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스위치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

예를 들어, AFF A400 컨트롤러 및 BES-53248 스위치를 사용하는 단일 4노드 구성에서 AFF A400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8노드 구성으로 MetroCluster IP 구성을 확장하려면 새로운 구성에서 BES-53248 스위치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스위치를 지원되는 구성 유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스위치를 동일한 유형의 스위치로 교체하려면 장애가 발생한 스위치만 교체합니다. 스위치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하려면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두 스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두 스위치는
ISL(Inter-Switch Link)에 연결되어 동일한 사이트에 있지 않을 때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1에는 IP_SWITCH_A_1 및 IP_SWITCH_B_1이 포함되며, 네트워크 2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IP_SWITCH_A_2 및 IP_SWITCH_B_2가 포함됩니다.

스위치를 교체하거나 다른 스위치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스위치 펌웨어 및 RCF 파일을 설치하여
스위치를 사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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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스토리지 MetroCluster 스위치를 사용하여 MetroCluster IP 구성을 MetroCluster IP 구성으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AFF A700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일반 MetroCluster IP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MetroCluster를
재구성하여 NS224 쉘프를 동일한 스위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공유 스토리지 MetroCluster IP 스위치를 사용하여 MetroCluster IP 구성에서 쉘프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공유 스토리지 MetroCluster 스위치를
사용하여 MetroCluster IP에 쉘프 추가"

◦ MetroCluster IP는 이미 NS224 쉘프 또는 전용 스토리지 스위치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포트 사용 워크시트

다음은 기존 스위치를 사용하여 NS224 셸프 2개를 연결하는 공유 스토리지 구성으로 MetroCluster IP 구성을
변환하는 예제 워크시트입니다.

워크시트 정의:

• 기존 구성: 기존 MetroCluster 구성의 케이블링

• NS224 쉘프를 사용한 새로운 구성: 스토리지 및 MetroCluster 간에 스위치가 공유되는 타겟 구성입니다.

이 워크시트의 강조 표시된 필드는 다음을 나타냅니다.

• 녹색: 케이블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노란색: 동일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포트를 이동해야 합니다.

• 파란색: 새 연결인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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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구성 상태를 확인합니다.

a. MetroCluster가 각 클러스터에서 정상 모드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MetroCluster sh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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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노드에서 미러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MetroCluster node show *

cluster_A::> metrocluster node show

DR                           Configuration  DR

Group Cluster Node           State          Mirror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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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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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luster_A

              node_A_1       configured     enabled   normal

      cluster_B

              node_B_1       configured     enabled   normal

2 entries were displayed.

c. MetroCluster 구성부품이 정상 상태인지 점검한다. (* MetroCluster check r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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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_A::> metrocluster check run

Last Checked On: 10/1/2014 16:03:37

Compon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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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s               ok

lifs                ok

config-replication  ok

aggregates          ok

4 entries were displayed.

Command completed. Use the "metrocluster check show -instance"

command or sub-commands in "metrocluster check" directory for

detailed results.

To check if the nodes are ready to do a switchover or switchback

operation, run "metrocluster switchover -simulate" or "metrocluster

switchback -simulate", respectively.

d. '* 시스템 상태 경고 표시*'라는 상태 경고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2. 설치하기 전에 새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기존 스위치를 재사용하는 경우 로 이동합니다 4단계.

스위치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 네트워크의 모든 스위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의 _ IP 스위치 구성 _ 섹션에 나와 있는 단계를 따릅니다 "MetroCluster IP 설치 및 구성"

스위치_A_1,_A_2,_B_1 또는 _B_2에 올바른 RCF 파일을 적용하십시오. 새 스위치가 이전 스위치와 동일한 경우
동일한 RCF 파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스위치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 새 스위치에 지원되는 최신 RCF 파일을 적용하십시오.

3. port show 명령을 실행하여 네트워크 포트에 대한 정보를 봅니다.

'* 네트워크 포트 쇼 * '

4.  이전 스위치에서 연결을 끊습니다.

이전 구성과 새 구성에서 동일한 포트를 사용하지 않는 연결만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새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다음 순서대로 연결부를 분리하십시오.

◦ 로컬 클러스터 인터페이스가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로컬 클러스터 인터페이스를 분리합니다

5

https://docs.netapp.com/us-en/ontap-metrocluster/install-ip/using_rcf_generator.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metrocluster/install-ip/using_rcf_generator.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metrocluster/install-ip/using_rcf_generator.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metrocluster/install-ip/using_rcf_generator.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metrocluster/install-ip/using_rcf_generator.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metrocluster/install-ip/using_rcf_generator.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metrocluster/install-ip/using_rcf_generator.html


▪ 로컬 클러스터 ISL을 분리합니다

◦ MetroCluster IP 인터페이스를 분리합니다

◦ MetroCluster ISL을 분리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port_usage_worksheet],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MetroCluster ISL은 재배치되며
연결을 해제해야 합니다. 워크시트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연결은 연결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새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이전 스위치를 끄고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기존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기존 스위치를 재사용하는 경우 로 이동합니다 6단계.

관리 인터페이스(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 스위치에 케이블을 연결하지 * 마십시오.

6.  기존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스위치를 이미 사전 구성한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기존 스위치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에 따라 펌웨어 및 RCF 파일을 설치 및 업그레이드하십시오.

◦ "MetroCluster IP 스위치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

◦ "MetroCluster IP 스위치에서 RCF 파일을 업그레이드합니다"

7. 스위치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의 _ IP 스위치 케이블 연결 _ 섹션에 나와 있는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MetroCluster IP 설치 및 구성".

스위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케이블로 연결합니다(필요한 경우).

a. 원격 사이트에 ISL 케이블 연결

b. MetroCluster IP 인터페이스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c. 로컬 클러스터 인터페이스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스위치 유형이 다른 경우 사용된 포트는 이전 스위치의 포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 로컬 ISL에 케이블을 연결하지 * 마십시오. 두 번째
네트워크의 스위치를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 로컬 ISL과 한 사이트의 두
스위치가 동일한 유형과 케이블인 경우에만 로컬 ISL에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 Switch-A1 및 Switch-B1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Switch-A2 및 Switch-B2에 대해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8. 로컬 클러스터 케이블 연결을 마칩니다.

a. 로컬 클러스터 인터페이스가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i. 로컬 클러스터 ISL 케이블 연결

b. 로컬 클러스터 인터페이스가 스위치에 연결되지 * 않은 경우:

i. 를 사용합니다 "스위치 NetApp 클러스터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스위치가 없는 클러스터를 스위치가 없는
클러스터로 변환하는 절차입니다. 에 표시된 포트를 사용합니다 "MetroCluster IP 설치 및 구성" 또는 RCF

케이블 연결 파일을 사용하여 로컬 클러스터 인터페이스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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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위치 또는 스위치의 전원을 켭니다.

새 스위치가 동일한 경우 새 스위치의 전원을 켭니다. 스위치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 두
스위치의 전원을 모두 켭니다. 이 구성은 두 번째 네트워크가 업데이트될 때까지 각 사이트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스위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10. MetroCluster 구성이 정상인지 확인하려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1단계.

첫 번째 네트워크에서 스위치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 로컬 클러스터링과 관련된 몇 가지
경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 두 번째 네트워크에 대해 모든 단계를
반복합니다.

11. 선택적으로 NS224 쉘프를 이동합니다.

NS224 셸프를 MetroCluster IP 스위치에 연결하지 않는 MetroCluster IP 구성을 재구성할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NS224 셸프를 추가하거나 이동합니다.

◦ "공유 스토리지 MetroCluster 스위치를 사용하여 MetroCluster IP에 쉘프 추가"

◦ "직접 연결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스위치가 없는 클러스터에서 마이그레이션"

◦ "스토리지 스위치를 재사용하여 스위치 연결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스위치가 없는 구성에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MetroCluster IP 스위치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

MetroCluster IP 스위치에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스위치에 대해 이 작업을 연속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단계

1. 구성 상태를 확인합니다.

a. 각 클러스터에서 MetroCluster가 정상 모드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MetroCluster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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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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노드에서 미러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MetroCluster node show'

cluster_A::> metrocluster node show

DR                           Configuration  DR

Group Cluster Node           State          Mirror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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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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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luster_A

              node_A_1       configured     enabled   normal

      cluster_B

              node_B_1       configured     enabled   normal

2 entries were displayed.

c. MetroCluster 구성 요소가 정상인지 점검한다.

'MetroCluster check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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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_A::> metrocluster check run

Last Checked On: 10/1/2014 16:03:37

Compon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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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s               ok

lifs                ok

config-replication  ok

aggregates          ok

4 entries were displayed.

Command completed. Use the "metrocluster check show -instance" command

or sub-commands in "metrocluster check" directory for detailed results.

To check if the nodes are ready to do a switchover or switchback

operation, run "metrocluster switchover -simulate" or "metrocluster

switchback -simulate", respectively.

a. 상태 경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 상태 경고 표시

2. 첫 번째 스위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스위치에 스위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switch_A_1, switch_B_1, switch_A_2, switch_B_2

순서로 설치해야 합니다.

스위치 유형이 Broadcom인지 Cisco인지 여부에 따라 _MetroCluster IP 설치 및 구성_정보의 관련 항목에 있는
스위치 소프트웨어 설치 단계를 따르십시오.

◦ "Broadcom 스위치 EFOS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

◦ "Cisco 스위치 NX-OS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

3. 각 스위치에 대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4. 1단계를 반복하여 구성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MetroCluster IP 스위치에서 RCF 파일을 업그레이드합니다

MetroCluster IP 스위치에서 RCF 파일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NTAP

업그레이드 또는 스위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모두 새로운 RCF 파일이 필요합니다.

RCF 파일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스위치에서 실행 중인 ONTAP 버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버전에서 지원되는 RCF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CF 생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올바른 RCF 파일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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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RCF 파일의 버전을 확인하려면 스위치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 스위치에서… 이 명령 실행…

Broadcom 스위치 '(ip_switch_a_1)#show clibanner'

Cisco 스위치 'ip_switch_a_1#배너 mott’를 표시합니다

어느 스위치에서든 RCF 파일의 버전을 나타내는 출력 줄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출력은 RCF 파일 버전이
""v1.80""임을 나타내는 Cisco 스위치에서 출력되었습니다.

Filename : NX3232_v1.80_Switch-A2.txt

2. 특정 ONTAP 버전, 스위치 및 플랫폼에 대해 지원되는 파일을 확인하려면 RcfFileGenerator 를 사용합니다.

보유하고 있거나 업그레이드하려는 구성에 대해 RCF 파일을 생성할 수 있으면 해당 파일이 지원됩니다.

3. 스위치 펌웨어가 지원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s://["Hardware Universe"]

◦ https://["NetApp 상호 운용성"]

RCF 파일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새로운 스위치 펌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RCF 파일을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스위치 펌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절차는 RCF 파일이 업그레이드된 스위치의 트래픽을 중단시킵니다. 새 RCF 파일이 적용되면 트래픽이 재개됩니다.

단계

1. 구성 상태를 확인합니다.

a. MetroCluster 구성 요소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MetroCluster check run

cluster_A::*> metrocluster check run

작업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됩니다.

b. MetroCluster check run 작업이 완료되면 MetroCluster check show를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약 5분 후 다음 결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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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rocluster check show

Last Checked On: 4/7/2019 21:15:05

Compon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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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s               ok

lifs                ok

config-replication  ok

aggregates          warning

clusters            ok

connections         not-applicable

volumes             ok

7 entries were displayed.

a. 실행 중인 MetroCluster 점검 작업의 상태를 점검한다.

MetroCluster 운용사 show-job-id 38

b. 상태 경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 상태 경고 표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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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위치 공급업체에 따라 IP RC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스위치_A_1, 스위치_B_1, 스위치_A_2, 스위치_B_2 순서로 스위치를 업데이트합니다

◦ "Broadcom IP RCF 파일 다운로드 및 설치"

◦ "Cisco IP RCF 파일 다운로드 및 설치"

L2 공유 또는 L3 네트워크 구성이 있는 경우 중간/고객 스위치의 ISL 포트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포트 모드가 '액세스’에서 '트렁크' 모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위치 A_1과
B_1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이 완전히 작동하고 네트워크가 정상 상태인 경우 두 번째 스위치
쌍(A_2, B_2)만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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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UpFiles를 사용하여 Cisco IP 스위치에서 RCF 파일을
업그레이드합니다

Cisco IP 스위치에서 RCF 파일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NTAP

업그레이드 또는 스위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모두 새로운 RCF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RcfFileGenerator 버전 1.4a부터 '쓰기 지우기’를 수행할 필요 없이 Cisco IP 스위치의 스위치 구성을 변경(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또는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성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 RCF 구성이 적용됩니다.

• 를 클릭합니다 https://["RcfFileGenerator 를 참조하십시오"] 동일한 버전 및 구성(플랫폼, VLAN)으로 적용된
동일한 RCF 파일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NetApp은 적용된 RCF 파일을 특수 구성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RCF 파일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RCF 파일을 적용하기 전에 스위치를 출하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하는 단계를 따랐습니다.

• RCF가 적용된 후 스위치(포트) 구성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RCF 파일을 생성할 때 생성되는 CleanUpFile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함수를 사용하여 제네릭 CleanUpFiles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정리는 'show running-

config’의 출력에서 파생되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위치는 Switch_A_1, Switch_B_1, Switch_A_2, Switch_B_2 순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는 Switch_A_1 및 Switch_B_1 스위치를 업데이트한 후 Switch_A_2 및 Switch_B_2 스위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현재 RCF 파일 버전과 사용할 포트 및 VLAN을 확인합니다. 'ip_switch_a_1#show banner motd'

4개 스위치 모두에서 이 정보를 얻고 다음 정보 표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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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App Reference Configuration File (RCF)

*

* Switch : NX9336C (SAS storage, L2 Networks, direct ISL)

* Filename : NX9336_v1.81_Switch-A1.txt

* Date : Generator version: v1.3c_2022-02-24_001, file creation time:

2021-05-11, 18:20:50

*

* Platforms : MetroCluster 1 : FAS8300, AFF-A400, FAS8700

*              MetroCluster 2 : AFF-A320, FAS9000, AFF-A700, AFF-A800

* Port Usage:

* Ports 1- 2: Intra-Cluster Node Ports, Cluster: MetroCluster 1, VLAN

111

* Ports 3- 4: Intra-Cluster Node Ports, Cluster: MetroCluster 2, VLAN

151

* Ports 5- 6: Ports not used

* Ports 7- 8: Intra-Cluster ISL Ports, local cluster, VLAN 111, 151

* Ports 9-10: MetroCluster 1, Node Ports, VLAN 119

* Ports 11-12: MetroCluster 2, Node Ports, VLAN 159

* Ports 13-14: Ports not used

* Ports 15-20: MetroCluster-IP ISL Ports, VLAN 119, 159, Port Channel 10

* Ports 21-24: MetroCluster-IP ISL Ports, VLAN 119, 159, Port Channel

11, breakout mode 10gx4

* Ports 25-30: Ports not used

* Ports 31-36: Ports not used

*

#

IP_switch_A_1#

이 출력에서 다음 두 표에 표시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일반 정보 MetroCluster 데이터

RCF 파일 버전 1.81

스위치 유형 NX9336

네트워크 유형 L2 네트워크, 직접 ISL

스토리지 유형입니다 SAS 스토리지

플랫폼 1 AFF A400

2 FAS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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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 정보 네트워크 MetroCluster
구성

스위치 포트 사이트 A 사이트 B

VLAN 로컬
클러스터

네트워크 1 1 1, 2 111 222

2 3, 4 151 251

네트워크 2 1 1, 2 111 222

2 3, 4 151 251

VLAN

MetroCluster
네트워크 1 1 9, 10 119 119

2 11, 12 159 159

네트워크 2 1 9, 10 219 219

2 11, 12 259 259

2.  RCF 파일과 CleanUpFiles를 만들거나 현재 구성에 대한 일반 CleanUpFiles를 만듭니다.

구성이 필수 구성 요소에 설명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 옵션 1 * 을 선택합니다. 구성이 필수 구성 요소에
설명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 않는 경우 * 옵션 2 *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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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1: RCF 파일 및 CleanUpFiles를 생성합니다

구성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단계

a. RcfFileGenerator 1.4a 이상 버전을 사용하여 1단계에서 검색한 정보를 사용하여 RCF 파일을
생성합니다. RcfFileGenerator의 새 버전은 일부 구성을 되돌리고 새 RCF 구성을 적용하기 위해
스위치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CleanUpFiles의 추가 세트를 만듭니다.

b. 배너 motd를 현재 적용된 RCF 파일과 비교합니다. 플랫폼 유형, 스위치 유형, 포트 및 VLAN 사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RCF 파일과 동일한 버전에서 CleanUpFiles를 사용해야 하며 정확히 동일한 구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CleanUpFile을 사용하면 작동하지 않으며 스위치를 완전히 재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지 유형이 SAS 스토리지 또는 직접 스토리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RCF 파일이 생성되는 ONTAP 버전은 관련이 없습니다. RCF 파일 버전만 중요합니다.

RCF 파일(동일한 버전도 포함)은 더 적은 수의 또는 더 많은 플랫폼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옵션 2: 일반 CleanUpFiles를 만듭니다

구성이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 않는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단계

a. 각 스위치에서 show running-config의 출력을 조회한다.

b. RcfFileGenerator 도구를 열고 창 아래쪽에서 '일반 CleanUpFiles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c. 1단계에서 검색한 출력을 'One' 스위치에서 상단 창으로 복사합니다. 기본 출력을 제거하거나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d. 'CUF 파일 작성’을 클릭합니다.

e. 하단 창의 출력을 텍스트 파일로 복사합니다(이 파일은 CleanUpFile입니다).

f. 구성의 모든 스위치에 대해 c, d, e 단계를 반복합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각 스위치마다 하나씩 4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파일은 옵션 1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CleanUpFiles 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새 구성을 위해 '새로운' RCF 파일을 생성합니다. 각 ONTAP 및 RCF 파일 버전을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 단계에서 파일을 생성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러한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한 후에는 각각 12개의 파일로 구성된 두 세트의 RCF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4. 파일을 bootflash에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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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에서 만든 CleanUpFiles를 다운로드합니다 RCF 파일 및 CleanUpFiles를 생성하거나 현재 구성을 위한 일반
CleanUpFiles를 생성합니다

이 CleanUpFile은 현재 적용된 RCF 파일용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새 RCF에 대해서는 *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위치의 CleanUpFile 예 - A1:'Cleanup_NX9336_v1.81_Switch-A1.txt'

b. 에서 생성한 '새로운' RCF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새 구성을 위해 '새로운' RCF 파일을 생성합니다.

Switch-A1:'NX9336_v1.90_Switch-A1.txt’의 RCF 파일 예

c. 에서 만든 CleanUpFiles를 다운로드합니다 새 구성을 위해 '새로운' RCF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나중에 파일을 사용하여 스위치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설정과 일치합니다.

스위치의 CleanUpFile 예 - A1:'Cleanup_NX9336_v1.90_Switch-A1.txt'

올바른(일치) RCF 버전을 사용하려면 CleanUpFile을 사용해야 합니다. CleanUpFile을 다른
RCF 버전 또는 다른 구성에 사용하는 경우 구성 정리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세 개의 파일을 bootflash에 복사합니다.

IP_switch_A_1# copy sftp://user@50.50.50.50/RcfFiles/NX9336-direct-

SAS_v1.81_MetroCluster-

IP_L2Direct_A400FAS8700_xxx_xxx_xxx_xxx/Cleanup_NX9336_v1.81_Switch-

A1.txt bootflash:

IP_switch_A_1# copy sftp://user@50.50.50.50/RcfFiles/NX9336-direct-

SAS_v1.90_MetroCluster-

IP_L2Direct_A400FAS8700A900FAS9500_xxx_xxx_xxx_xxxNX9336_v1.90//NX9336_v

1.90_Switch-A1.txt bootflash:

IP_switch_A_1# copy sftp://user@50.50.50.50/RcfFiles/NX9336-direct-

SAS_v1.90_MetroCluster-

IP_L2Direct_A400FAS8700A900FAS9500_xxx_xxx_xxx_xxxNX9336_v1.90//Cleanup_

NX9336_v1.90_Switch-A1.txt bootflash:

+

VRF(Virtual Routing and Forwarding)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CleanUpFile 또는 일반 CleanUpFile을 적용합니다.

일부 구성이 되돌려지고 스위치 포트가 '오프라인’됩니다.

a. 시작 구성에 대한 보류 중인 변경 사항('show running-config diff')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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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_switch_A_1# show running-config diff

IP_switch_A_1#

6. 시스템 출력이 표시되면 실행 중인 구성을 시작 구성에 저장합니다. 'copy running-config startup-config'

시스템 출력은 시작 구성과 실행 중인 구성이 서로 다르고 보류 중인 변경 사항을 나타냅니다. 보류
중인 변경 사항을 저장하지 않으면 스위치를 다시 로드하여 롤백할 수 없습니다.

a. CleanUpFile 적용:

IP_switch_A_1# copy bootflash:Cleanup_NX9336_v1.81_Switch-A1.txt

running-config

IP_switch_A_1#

스위치 프롬프트로 되돌아오려면 스크립트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출력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7. 실행 중인 구성을 확인하여 설정이 'show running-config’로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구성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클래스 맵 및 IP 액세스 목록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 정책 맵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 서비스 정책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 구성된 포트 프로파일이 없습니다

◦ 모든 이더넷 인터페이스(mgmt0 구성은 표시하지 않고 VLAN 1만 구성해야 함)

위 항목 중 하나라도 구성되어 있다면 새로운 RCF 파일 구성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 중인
구성을 시작 구성에 저장하지 않고 * 스위치를 다시 로드하여 이전 구성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전 구성이
스위치에 나타납니다.

8. RCF 파일을 적용하고 포트가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a. RCF 파일을 적용합니다.

IP_switch_A_1# copy bootflash:NX9336_v1.90-X2_Switch-A1.txt running-

config

구성을 적용하는 동안 몇 가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b. 구성을 적용한 후 클러스터 및 MetroCluster 포트가 다음 명령 중 하나인 '인터페이스 요약 보기', 'CDP 인접
항목 표시' 또는 '이웃 표시' 중 하나로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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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클러스터의 VLAN을 변경하고 사이트에서 첫 번째 스위치를 업그레이드한 경우, 이전
구성과 새 구성의 VLAN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클러스터 상태 모니터링 시 상태가 '정상’으로
보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위치가 업데이트된 후 상태가 정상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성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거나 구성을 유지하지 않으려면 실행 중인 구성을 시작 구성에 저장하지 않고 스위치 *

를 다시 로드하여 이전 구성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전 구성이 스위치에 나타납니다.

9. 구성을 저장하고 스위치를 다시 로드합니다.

IP_switch_A_1# copy running-config startup-config

IP_switch_A_1# reload

Cisco IP 스위치 이름 바꾸기

Cisco IP 스위치의 이름을 변경하여 구성 전체에서 일관된 이름을 지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의 예시에서 스위치 이름은 myswitch에서 ip_switch_a_1 로 변경된다.

1. 글로벌 구성 모드 시작:

'* 터미널 구성 * '

다음 예에서는 구성 모드 프롬프트를 보여 줍니다. 두 프롬프트 모두 'myswitch’의 스위치 이름을 표시합니다.

myswitch# configure terminal

myswitch(config)#

2. 스위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switchname new-switch-name*'

Fabric에서 두 스위치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 각 스위치에서 동일한 명령을 사용합니다.

CLI 프롬프트가 변경되어 새 이름이 반영됩니다.

myswitch(config)# switchname IP_switch_A_1

IP_switch_A_1(config)#

3. 구성 모드 종료:

' * exit * '

최상위 스위치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18



IP_switch_A_1(config)# exit

IP_switch_A_1#

4. 현재 실행 중인 구성을 시작 구성 파일에 복사합니다.

'* copy running-config startup-config * '

5. ONTAP 클러스터 프롬프트에서 스위치 이름 변경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새 스위치 이름이 표시되고 이전 스위치 이름('myswitch')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a. 고급 권한 모드로 들어가면서 ' * y * '를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 ' * set-privilege advanced * '를
누릅니다

b. 연결된 장치를 표시합니다: + " * network device-discovery show * "

c. 관리자 권한 모드로 돌아가기: + " * set-privilege admin * "

다음 예에서는 스위치가 새 이름인 IP_SWITCH_A_1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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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_A::storage show> set advanced

Warning: These advanced commands are potentially dangerous; use them

only when directed to do so by NetApp personnel.

Do you want to continue? {y|n}: y

cluster_A::storage show*> network device-discovery show

Node/       Local  Discovered

Protocol    Port   Device                    Interfac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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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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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_A_2/cdp

            e0M    LF01-410J53.mycompany.com(SAL18516DZY)

                                             Ethernet125/1/28  N9K-

C9372PX

            e1a    IP_switch_A_1(FOC21211RBU)

                                             Ethernet1/2       N3K-

C3232C

            e1b    IP_switch_A_1(FOC21211RBU)

                                             Ethernet1/10      N3K-

C3232C

.

.

.                                             Ethernet1/18      N9K-

C9372PX

node_A_1/cdp

            e0M    LF01-410J53.mycompany.com(SAL18516DZY)

                                             Ethernet125/1/26  N9K-

C9372PX

            e0a    IP_switch_A_2(FOC21211RB5)

                                             Ethernet1/1       N3K-

C3232C

            e0b    IP_switch_A_2(FOC21211RB5)

                                             Ethernet1/9       N3K-

C3232C

            e1a    IP_switch_A_1(FOC21211RBU)

.

.

.

16 entries were dis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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