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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luster FC 구성에서 스위치백을 준비합니다

포트 구성 확인(MetroCluster FC 구성만 해당)

MetroCluster 구성을 준비하려면 노드에서 환경 변수를 설정한 다음 전원을 꺼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절차는 유지보수 모드의 교체 컨트롤러 모듈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포트 구성을 확인하는 단계는 FC 또는 CNA 포트가 이니시에이터 모드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서만 필요합니다.

단계

1. 유지보수 모드에서 FC 포트 구성을 복원합니다.

'ucadmin modify -m fc -t initiatoradapter_name’입니다

이니시에이터 구성에서 포트 쌍 중 하나만 사용하려면 정확한 어댑터 이름을 입력합니다.

2. 구성에 따라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FC 포트 구성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면…

두 포트도 동일합니다 포트 쌍의 한 포트를 수정하면 다른 포트도 수정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메시지가 나타나면 "y"를 선택합니다.

다릅니다 a. 시스템에 의해 메시지가 나타나면 "n"이라고
대답합니다.

b. FC 포트 구성을 복구합니다.

'ucadmin modify -m fc-t initiator

3. 유지 관리 모드 종료:

"중지"

명령을 실행한 후 LOADER 프롬프트에서 시스템이 중지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4. 구성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노드를 다시 유지보수 모드로 부팅합니다.

boot_ONTAP maint를 선택합니다

5. 변수 값을 확인합니다.

'ucadmin 쇼'

6. 유지보수 모드를 종료하고 로더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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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o-SAS 브리지 구성(MetroCluster FC 구성만 해당)

FC-to-SAS 브리지를 교체한 경우 MetroCluster 구성을 복원할 때 구성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FC-to-SAS 브리지의 초기 구성과 동일합니다.

단계

1. FC-to-SAS 브리지의 전원을 켭니다.

2. 'Set IPAddress port ipaddress' 명령어를 이용하여 Ethernet 포트의 IP 주소를 설정한다.

◦ 포트는 MP1 또는 MP2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ipaddress는 xxx.xxx.xxx.xxx 형식의 IP 주소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IP 주소는 이더넷 포트 1의 10.10.10.55입니다.

Ready.

set IPAddress MP1 10.10.10.55

Ready. *

3. 'Set IPSubnetMask port mask' 명령어를 사용해 이더넷 포트의 IP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한다.

◦ 포트는 MP1 또는 MP2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mask는 xxx.xxx.xxx.xxx 형식의 서브넷 마스크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더넷 포트 1에서 IP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5.0입니다.

Ready.

set IPSubnetMask MP1 255.255.255.0

Ready. *

4. 'Eet EthernetSpeed port speed' 명령어를 이용하여 Ethernet 포트의 속도를 설정한다.

◦ 포트는 MP1 또는 MP2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속도’는 100이나 1000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더넷 포트 1에서 이더넷 속도를 1000으로 설정합니다.

Ready.

set EthernetSpeed MP1 1000

Ready. *

2



5. 'aveConfiguration' 명령어를 이용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브리지를 다시 시작한다.

이더넷 포트를 구성한 후 구성을 저장하면 텔넷을 사용하여 브리지 구성을 진행할 수 있으며 FTP를 사용하여
브리지에 액세스하여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aveConfiguration' 명령과 브리지를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보여 줍니다.

Ready.

SaveConfiguration

  Restart is necessary....

  Do you wish to restart (y/n) ?

Confirm with 'y'. The bridge will save and restart with the new

settings.

6. FC-to-SAS 브리지가 재부팅된 후 다시 로그인합니다.

7. 'show fcdatarate port speed' 명령을 사용하여 FC 포트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 포트란 1이나 2가 될 수 있습니다.

◦ '속도’는 모델 브리지에 따라 2Gb, 4Gb, 8Gb 또는 16Gb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포트 FC1 속도가 "8Gb"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Ready.

set fcdatarate 1 8Gb

Ready. *

8. 'Set FCConnMode port mode' 명령어를 사용하여 FC 포트의 토폴로지를 설정한다.

◦ 포트란 1이나 2가 될 수 있습니다.

◦ '모드’는 PTP, '루프', 'PTP 루프' 또는 '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포트 FC1 토폴로지가 "PTP"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Ready.

set FCConnMode 1 ptp

Ready. *

9. 'aveConfiguration' 명령어를 이용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브리지를 다시 시작한다.

다음 예에서는 'aveConfiguration' 명령과 브리지를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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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SaveConfiguration

    Restart is necessary....

    Do you wish to restart (y/n) ?

 Confirm with 'y'. The bridge will save and restart with the new

settings.

10. FC-to-SAS 브리지가 재부팅된 후 다시 로그인합니다.

11. FC-to-SAS 브리지에서 펌웨어 1.60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SNMP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Ready.

set snmp enabled

Ready. *

saveconfiguration

Restart is necessary....

Do you wish to restart (y/n) ?

Verify with 'y' to restart the FibreBridge.

12. FC-to-SAS 브리지의 전원을 끕니다.

FC 스위치 구성(MetroCluster FC 구성만 해당)

재해 사이트에서 FC 스위치를 교체한 경우 공급업체별 절차를 사용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스위치를 구성하고 정상 작동하는 사이트의 스토리지 액세스가 영향을 받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
두 번째 스위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관련 작업

"9.0을 사용하는 경우 FC 스위치에 대한 포트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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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재해 후 Brocade FC 스위치 구성

이 Brocade 관련 절차를 사용하여 교체 스위치를 구성하고 ISL 포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 사이트 A는 재해 사이트입니다.

• fc_switch_a_1이 교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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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_switch_a_2가 교체되었습니다.

• 사이트 B는 정상적인 사이트입니다.

• fc_switch_B_1이 정상 상태임.

• fc_switch_B_2가 정상 상태임.

FC 스위치에 케이블을 연결할 때 지정한 포트 할당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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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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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에는 FC-to-SAS 브릿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브리지가 더 있는 경우 추가 포트를 비활성화한 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단계

1. 새 스위치를 부팅하고 사전 구성합니다.

a. 새 스위치의 전원을 켜고 부팅하십시오.

b. 스위치의 펌웨어 버전이 다른 FC 스위치의 버전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firmwareswHow’입니다

c.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대로 새 스위치를 구성하면 스위치에서 조닝 구성 단계가 생략됩니다.

"패브릭 연결 MetroCluster 설치 및 구성"

"스트레치 MetroCluster 설치 및 구성"

d. 스위치를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위치cfgpersistentdisable'

재부팅 또는 빠른 부팅 후에도 스위치는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 없으면
'witchdisable' 명령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 예에서는 Brocad데SwitchA에 대한 명령을 보여 줍니다.

BrocadeSwitchA:admin> switchcfgpersistentdisable

다음 예에서는 Brocadad데SwitchB에 대한 명령을 보여 줍니다.

BrocadeSwitchA:admin> switchcfgpersistentdisable

2. 새 스위치의 전체 구성:

a. 정상 사이트에서 ISL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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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번호 portcfgpersistentenable 포트 번호

FC_switch_B_1:admin> portcfgpersistentenable 10

FC_switch_B_1:admin> portcfgpersistentenable 11

b. 교체 스위치에서 ISL 활성화:

포트 번호 portcfgpersistentenable 포트 번호

FC_switch_A_1:admin> portcfgpersistentenable 10

FC_switch_A_1:admin> portcfgpersistentenable 11

c. 교체 스위치(이 예에서는 FC_SWITCH_A_1)에서 ISL이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재치쇼

FC_switch_A_1:admin> switchshow

switchName: FC_switch_A_1

switchType: 71.2

switchState:Online

switchMode: Native

switchRole: Principal

switchDomain:       4

switchId:   fffc03

switchWwn:  10:00:00:05:33:8c:2e:9a

zoning:             OFF

switchBeacon:       OFF

Index Port Address Media Speed State  Proto

==============================================

...

10   10    030A00 id   16G     Online  FC E-Port 10:00:00:05:33:86:89:cb

"FC_switch_A_1"

11   11    030B00 id   16G     Online  FC E-Port 10:00:00:05:33:86:89:cb

"FC_switch_A_1" (downstream)

...

3. 스위치를 영구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위치cfgpersistentenable'

4. 포트가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재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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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재해 후 Cisco FC 스위치 구성

Cisco 관련 절차를 사용하여 교체 스위치를 구성하고 ISL 포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 사이트 A는 재해 사이트입니다.

• fc_switch_a_1이 교체되었습니다.

• fc_switch_a_2가 교체되었습니다.

• 사이트 B는 정상적인 사이트입니다.

• fc_switch_B_1이 정상 상태임.

• fc_switch_B_2가 정상 상태임.

단계

1. 스위치 구성:

a. 을 참조하십시오 "패브릭 연결 MetroCluster 설치 및 구성"

b. 의 스위치 구성 단계를 따릅니다 "Cisco FC 스위치 구성" "Cisco FC 스위치에서 조닝 구성" 섹션의 _ 제외:

이 절차의 뒷부분에서 조닝을 구성합니다.

2. 정상 스위치(이 예에서는 FC_SWITCH_B_1)에서 ISL 포트를 활성화합니다.

다음 예는 포트를 활성화하는 명령을 보여줍니다.

FC_switch_B_1# conf t

FC_switch_B_1(config)# int fc1/14-15

FC_switch_B_1(config)# no shut

FC_switch_B_1(config)# end

FC_switch_B_1# copy running-config startup-config

FC_switch_B_1#

3. show interface brief 명령을 사용하여 ISL 포트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4. 패브릭에서 조닝 정보를 검색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조닝 구성을 분산하는 명령을 보여 줍니다.

FC_switch_B_1(config-zone)# zoneset distribute full vsan 10

FC_switch_B_1(config-zone)# zoneset distribute full vsan 20

FC_switch_B_1(config-zone)# end

FC_SWITCH_B_1은 "VSAN 10" 및 "VSAN 20"에 대한 Fabric의 다른 모든 스위치에 배포되며 조닝 정보는
FC_SWITCH_A_1에서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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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 스위치에서 파트너 스위치에서 조닝 정보가 올바르게 검색되는지 확인합니다.

'조수 구역'

FC_switch_B_1# show zone

zone name FC-VI_Zone_1_10 vsan 10

  interface fc1/1 swwn 20:00:54:7f:ee:e3:86:50

  interface fc1/2 swwn 20:00:54:7f:ee:e3:86:50

  interface fc1/1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2 swwn 20:00:54:7f:ee:b8:24:c0

zone name STOR_Zone_1_20_25A vsan 20

  interface fc1/5 swwn 20:00:54:7f:ee:e3:86:50

  interface fc1/8 swwn 20:00:54:7f:ee:e3:86:50

  interface fc1/9 swwn 20:00:54:7f:ee:e3:86:50

  interface fc1/10 swwn 20:00:54:7f:ee:e3:86:50

  interface fc1/11 swwn 20:00:54:7f:ee:e3:86:50

  interface fc1/8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9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10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11 swwn 20:00:54:7f:ee:b8:24:c0

zone name STOR_Zone_1_20_25B vsan 20

  interface fc1/8 swwn 20:00:54:7f:ee:e3:86:50

  interface fc1/9 swwn 20:00:54:7f:ee:e3:86:50

  interface fc1/10 swwn 20:00:54:7f:ee:e3:86:50

  interface fc1/11 swwn 20:00:54:7f:ee:e3:86:50

  interface fc1/5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8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9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10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11 swwn 20:00:54:7f:ee:b8:24:c0

FC_switch_B_1#

6. 스위치 Fabric에 있는 스위치의 WWN(World Wide Name)을 확인합니다.

이 예에서 두 스위치 WWN은 다음과 같습니다.

◦ fc_switch_a_1:20:00:54:7F:ee:B8:24:c0

◦ fc_switch_B_1:20:00:54:7F:ee:C6: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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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_switch_B_1# show wwn switch

Switch WWN is 20:00:54:7f:ee:c6:80:78

FC_switch_B_1#

FC_switch_A_1# show wwn switch

Switch WWN is 20:00:54:7f:ee:b8:24:c0

FC_switch_A_1#

7. 영역에 대한 구성 모드를 시작하고 두 스위치의 스위치 WWN에 속하지 않는 영역 구성원을 제거합니다.

멤버 인터페이스 없음 - IDE WWN이 찌푸렸다

이 예제에서 다음 멤버는 Fabric에 있는 스위치 중 하나의 WWN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제거해야 합니다.

◦ 존 이름 FC-VI_Zone_1_10 VSAN 10

▪ 인터페이스 FC1/1은 20:00:54:7F:ee:E3:86:50

▪ 인터페이스 FC1/2 swwn 20:00:54:7F:ee:E3:86:50

AFF A700 및 FAS9000 시스템은 FC-VI 포트 4개를 지원합니다. FC-VI 영역에서 포트 4개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 존 이름 STOR_Zone_1_20_25A VSAN 20

▪ 인터페이스 FC1/5 swwn 20:00:54:7F:ee:E3:86:50

▪ 인터페이스 FC1/8 swwn 20:00:54:7F:ee:E3:86:50

▪ 인터페이스 FC1/9 swwn 20:00:54:7F:ee:E3:86:50

▪ 인터페이스 FC1/10이 20:00:54:7F:ee:E3:86:50

▪ 인터페이스 FC1/11이 20:00:54:7F:ee:E3:86:50

◦ 존 이름 STOR_Zone_1_20_25B VSAN 20

▪ 인터페이스 FC1/8 swwn 20:00:54:7F:ee:E3:86:50

▪ 인터페이스 FC1/9 swwn 20:00:54:7F:ee:E3:86:50

▪ 인터페이스 FC1/10이 20:00:54:7F:ee:E3:86:50

▪ 인터페이스 FC1/11이 20:00:54:7F:ee:E3:86:50

다음 예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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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_switch_B_1# conf t

 FC_switch_B_1(config)# zone name FC-VI_Zone_1_10 vsan 10

 FC_switch_B_1(config-zone)# no member interface fc1/1 swwn

20:00:54:7f:ee:e3:86:50

 FC_switch_B_1(config-zone)# no member interface fc1/2 swwn

20:00:54:7f:ee:e3:86:50

 FC_switch_B_1(config-zone)# zone name STOR_Zone_1_20_25A vsan 20

 FC_switch_B_1(config-zone)# no member interface fc1/5 swwn

20:00:54:7f:ee:e3:86:50

 FC_switch_B_1(config-zone)# no member interface fc1/8 swwn

20:00:54:7f:ee:e3:86:50

 FC_switch_B_1(config-zone)# no member interface fc1/9 swwn

20:00:54:7f:ee:e3:86:50

 FC_switch_B_1(config-zone)# no member interface fc1/10 swwn

20:00:54:7f:ee:e3:86:50

 FC_switch_B_1(config-zone)# no member interface fc1/11 swwn

20:00:54:7f:ee:e3:86:50

 FC_switch_B_1(config-zone)# zone name STOR_Zone_1_20_25B vsan 20

 FC_switch_B_1(config-zone)# no member interface fc1/8 swwn

20:00:54:7f:ee:e3:86:50

 FC_switch_B_1(config-zone)# no member interface fc1/9 swwn

20:00:54:7f:ee:e3:86:50

 FC_switch_B_1(config-zone)# no member interface fc1/10 swwn

20:00:54:7f:ee:e3:86:50

 FC_switch_B_1(config-zone)# no member interface fc1/11 swwn

20:00:54:7f:ee:e3:86:50

 FC_switch_B_1(config-zone)# save running-config startup-config

 FC_switch_B_1(config-zone)# zoneset distribute full 10

 FC_switch_B_1(config-zone)# zoneset distribute full 20

 FC_switch_B_1(config-zone)# end

 FC_switch_B_1# copy running-config startup-config

8.  새 스위치의 포트를 영역에 추가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교체 스위치의 케이블이 이전 스위치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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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_switch_B_1# conf t

 FC_switch_B_1(config)# zone name FC-VI_Zone_1_10 vsan 10

 FC_switch_B_1(config-zone)# member interface fc1/1 swwn

20:00:54:7f:ee:c6:80:78

 FC_switch_B_1(config-zone)# member interface fc1/2 swwn

20:00:54:7f:ee:c6:80:78

 FC_switch_B_1(config-zone)# zone name STOR_Zone_1_20_25A vsan 20

 FC_switch_B_1(config-zone)# member interface fc1/5 swwn

20:00:54:7f:ee:c6:80:78

 FC_switch_B_1(config-zone)# member interface fc1/8 swwn

20:00:54:7f:ee:c6:80:78

 FC_switch_B_1(config-zone)# member interface fc1/9 swwn

20:00:54:7f:ee:c6:80:78

 FC_switch_B_1(config-zone)# member interface fc1/10 swwn

20:00:54:7f:ee:c6:80:78

 FC_switch_B_1(config-zone)# member interface fc1/11 swwn

20:00:54:7f:ee:c6:80:78

 FC_switch_B_1(config-zone)# zone name STOR_Zone_1_20_25B vsan 20

 FC_switch_B_1(config-zone)# member interface fc1/8 swwn

20:00:54:7f:ee:c6:80:78

 FC_switch_B_1(config-zone)# member interface fc1/9 swwn

20:00:54:7f:ee:c6:80:78

 FC_switch_B_1(config-zone)# member interface fc1/10 swwn

20:00:54:7f:ee:c6:80:78

 FC_switch_B_1(config-zone)# member interface fc1/11 swwn

20:00:54:7f:ee:c6:80:78

 FC_switch_B_1(config-zone)# save running-config startup-config

 FC_switch_B_1(config-zone)# zoneset distribute full 10

 FC_switch_B_1(config-zone)# zoneset distribute full 20

 FC_switch_B_1(config-zone)# end

 FC_switch_B_1# copy running-config startup-config

9. 조닝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Zone을 표시합니다'

다음 출력 예에서는 세 개의 영역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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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_switch_B_1# show zone

   zone name FC-VI_Zone_1_10 vsan 10

     interface fc1/1 swwn 20:00:54:7f:ee:c6:80:78

     interface fc1/2 swwn 20:00:54:7f:ee:c6:80:78

     interface fc1/1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2 swwn 20:00:54:7f:ee:b8:24:c0

   zone name STOR_Zone_1_20_25A vsan 20

     interface fc1/5 swwn 20:00:54:7f:ee:c6:80:78

     interface fc1/8 swwn 20:00:54:7f:ee:c6:80:78

     interface fc1/9 swwn 20:00:54:7f:ee:c6:80:78

     interface fc1/10 swwn 20:00:54:7f:ee:c6:80:78

     interface fc1/11 swwn 20:00:54:7f:ee:c6:80:78

     interface fc1/8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9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10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11 swwn 20:00:54:7f:ee:b8:24:c0

   zone name STOR_Zone_1_20_25B vsan 20

     interface fc1/8 swwn 20:00:54:7f:ee:c6:80:78

     interface fc1/9 swwn 20:00:54:7f:ee:c6:80:78

     interface fc1/10 swwn 20:00:54:7f:ee:c6:80:78

     interface fc1/11 swwn 20:00:54:7f:ee:c6:80:78

     interface fc1/5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8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9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10 swwn 20:00:54:7f:ee:b8:24:c0

     interface fc1/11 swwn 20:00:54:7f:ee:b8:24:c0

 FC_switch_B_1#

스토리지 구성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남아 있는 노드에서 모든 스토리지가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1. 재해 사이트의 모든 스토리지 구성 요소가 정상적인 사이트의 수량 및 유형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사이트 및 재해 사이트는 디스크 쉘프 스택, 디스크 쉘프 및 디스크 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브리지 연결
또는 패브릭 연결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사이트에 동일한 수의 FC-SAS 브리지가 있어야 합니다.

2. 재해 사이트에서 교체된 모든 디스크가 소유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run local disk show -n’을 선택합니다

디스크가 소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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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크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모든 디스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디스크 쇼'

재해 사이트에서 장비 전원 켜기

스위치백을 준비할 준비가 되면 재해 사이트에서 MetroCluster 구성 요소의 전원을 켭니다. 또한
직접 연결 MetroCluster 구성에서 SAS 스토리지 연결을 재설정하고 패브릭 연결 MetroCluster

구성에서 비스위치 간 링크 포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MetroCluster 구성 요소를 이미 교체하고 이전 구성 요소와 정확히 케이블로 연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패브릭 연결 MetroCluster 설치 및 구성"

"스트레치 MetroCluster 설치 및 구성"

이 작업에 대해

이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 A는 재해 사이트입니다.

◦ fc_switch_a_1이 교체되었습니다.

◦ fc_switch_a_2가 교체되었습니다.

• 사이트 B는 정상적인 사이트입니다.

◦ fc_switch_B_1이 정상 상태임.

◦ fc_switch_B_2가 정상 상태임.

FC 스위치는 패브릭 연결 MetroCluster 구성에만 있습니다.

단계

1. SAS 케이블 연결(FC 스위치 패브릭 또는 FC-to-SAS 브릿지 없음)을 사용하는 스트레치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두 사이트 간에 원격 스토리지를 포함한 모든 스토리지를 연결합니다.

재해 사이트의 컨트롤러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로더 프롬프트에서 계속 켜져 있어야 합니다.

2.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디스크 자동 할당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스토리지 디스크 옵션 수정 - 자동 할당 해제 *'

cluster_B::> storage disk option modify -autoassign off *

2 entries were modified.

3. 남아 있는 사이트에서 디스크 자동 할당이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토리지 디스크 옵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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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_B::> storage disk option show

Node     BKg. FW. Upd.  Auto Copy   Auto Assign  Auto Ass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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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_B_1       on            on          off             default

node_B_2       on            on          off             default

2 entries were displayed.

 cluster_B::>

4. 재해 사이트에서 디스크 쉘프를 켜고 모든 디스크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5. 브리지 연결 또는 패브릭 연결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재해 사이트에서 모든 FC-to-SAS 브리지를 켭니다.

6. 디스크를 교체한 경우 컨트롤러의 전원을 끄거나 로더 프롬프트에서 그대로 둡니다.

7. 패브릭 연결 MetroCluster 구성에서 FC 스위치에서 비 ISL 포트를 활성화합니다.

스위치 공급업체가… 그런 다음 다음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포트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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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a. FC-to-SAS 브리지에 연결된 포트를
"portpersistentenable port-number"로 영구적으로
활성화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포트 6과 7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FC_switch_A_1:admin>

portpersistentenable 6

FC_switch_A_1:admin>

portpersistentenable 7

FC_switch_A_1:admin>

b. HBA 및 FC-VI 어댑터에 연결된 포트를 영구적으로
활성화합니다. "portpersistentenable port-number

다음 예에서는 포트 6과 7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FC_switch_A_1:admin>

portpersistentenable 1

FC_switch_A_1:admin>

portpersistentenable 2

FC_switch_A_1:admin>

portpersistentenable 4

FC_switch_A_1:admin>

portpersistentenable 5

FC_switch_A_1:admin>

AFF A700 및 FAS9000 시스템의
경우 switchcfgpersistentenable

명령을 사용하여 4개의 FC-VI

포트를 모두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c. 작동 가능한 사이트에서 두 번째 FC 스위치에 대해
단계 a와 b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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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의 a. 인터페이스의 구성 모드를 시작한 다음 no shut

명령을 사용하여 포트를 활성화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포트 FC1/36이 비활성화됩니다.

FC_switch_A_1# conf t

FC_switch_A_1(config)#

interface fc1/36

FC_switch_A_1(config)# no shut

FC_switch_A_1(config-if)# end

FC_switch_A_1# copy running-

config startup-config

b. 스위치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터페이스 요약 정보 보기'

c. FC-to-SAS 브리지, HBA 및 FC-VI 어댑터에
연결된 다른 포트에서 하위 단계 a와 b를
반복합니다.

d. 작동 가능한 사이트에서 두 번째 FC 스위치에 대해
a, b 및 c 하위 단계를 반복합니다.

교체된 드라이브에 대한 소유권을 할당합니다

재해 사이트에서 하드웨어를 복원할 때 드라이브를 교체했거나 드라이브를 제로하거나 소유권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드라이브에 소유권을 할당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재해 사이트는 재해 발생 이전처럼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가 최소 몇 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드라이브 쉘프 및 드라이브 배열은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MetroCluster IP 구성 요소 및 명명 규칙이
필요합니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etroCluster IP 설치 및 구성".

이 작업에 대해

이 단계는 재해 사이트의 클러스터에서 수행됩니다.

이 절차는 모든 드라이브의 재할당 및 재해 사이트에서 새로운 플렉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새로운 플렉스는
살아 있는 사이트와 재해 사이트의 로컬 플렉스의 원격 플렉스이다.

이 섹션에서는 2노드 및 4노드 구성의 예를 제공합니다. 2노드 구성의 경우 각 사이트의 두 번째 노드에 대한 참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8노드 구성의 경우 두 번째 DR 그룹의 추가 노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합니다.

• 사이트 A는 재해 사이트입니다.

◦ 노드_A_1이(가) 교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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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_A_2가 교체되었습니다.

4노드 MetroCluster 구성에서만 제공됩니다.

• 사이트 B는 정상적인 사이트입니다.

◦ node_B_1이 정상 상태임.

◦ node_B_2가 정상 상태임.

4노드 MetroCluster 구성에서만 제공됩니다.

컨트롤러 모듈에는 다음과 같은 원래 시스템 ID가 있습니다.

MetroCluster 구성의 노드 수 노드 원래 시스템 ID입니다

네 노드_A_1 4068741258

노드_A_2 4068741260 노드_B_1

4068741254)를 참조하십시오 노드_B_2 4068741256

2개 노드_A_1 4068741258

드라이브를 할당할 때는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이전 디스크 수는 재해 이전에 있었던 각 노드에 대해 최소한 동일한 수의 디스크여야 합니다.

더 적은 수의 디스크가 지정되거나 있는 경우 공간 부족으로 인해 복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새로 생성되는 플렉스는 남아 있는 사이트(node_B_x pool1)에 속하는 원격 플렉스와 재해 사이트(node_B_x

pool0)에 속한 로컬 플렉스입니다.

• 필요한 총 드라이브 수에 루트 집계 디스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사이트의 pool1에 n개의 디스크가 할당된 경우 루트 애그리게이트에 3개의 디스크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재해 사이트에 n-3 디스크를 할당해야 합니다.

• 동일한 스택에 있는 다른 모든 디스크가 할당된 디스크와 다른 풀에 디스크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사이트에 속하는 디스크는 풀 1에 할당되고 재해 사이트에 속한 디스크는 풀 0에 할당됩니다.

단계

1. 4노드 또는 2노드 MetroCluster 구성 중 어느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소유되지 않은 새 드라이브를 할당합니다.

◦ 4노드 MetroCluster 구성의 경우 교체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소유되지 않은 새 디스크를 적절한
디스크 풀에 할당합니다.

i. 각 노드에 대해 교체된 디스크를 해당 디스크 풀에 체계적으로 할당합니다.

'Disk assign-s sysid-n old-count-of-disks-p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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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이트에서 각 노드에 대해 디스크 할당 명령을 실행합니다.

cluster_B::> disk assign -s node_B_1-sysid -n old-count-of-disks

-p 1 **\(remote pool of surviving site\)**

cluster_B::> disk assign -s node_B_2-sysid -n old-count-of-disks

-p 1 **\(remote pool of surviving site\)**

cluster_B::> disk assign -s node_A_1-old-sysid -n old-count-of-

disks -p 0 **\(local pool of disaster site\)**

cluster_B::> disk assign -s node_A_2-old-sysid -n old-count-of-

disks -p 0 **\(local pool of disaster site\)**

다음 예제는 시스템 ID가 있는 명령을 보여줍니다.

cluster_B::> disk assign -s 4068741254 -n 21 -p 1

cluster_B::> disk assign -s 4068741256 -n 21 -p 1

cluster_B::> disk assign -s 4068741258 -n 21 -p 0

cluster_B::> disk assign -s 4068741260 -n 21 -p 0

i. 디스크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스토리지 디스크 표시 - 필드 소유자,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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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disk show -fields owner, pool

cluster_A::> storage disk show -fields owner, pool

disk     owner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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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c.00.1  node_A_1      Pool0

0c.00.2  node_A_1      Pool0

.

.

.

0c.00.8  node_A_1      Pool1

0c.00.9  node_A_1      Pool1

.

.

.

0c.00.15 node_A_2      Pool0

0c.00.16 node_A_2      Pool0

.

.

.

0c.00.22 node_A_2      Pool1

0c.00.23 node_A_2      Pool1

.

.

.

◦ 2노드 MetroCluster 구성의 경우 교체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소유되지 않은 새 디스크를 적절한
디스크 풀에 할당합니다.

i. 로컬 쉘프 ID를 표시합니다.

'run local storage show shelf'

ii. 정상 노드에 대해 교체된 디스크를 풀 1에 할당합니다.

'run local disk assign-shelf shelf-id -n old-count-of-disks -p 1 -s node_B_1 -sysid -f'

iii. 교체 노드에 대해 교체된 디스크를 풀 0에 할당합니다.

'run local disk assign-shelf shelf-id -n old-count-of-disks -p 0 -s node_a_1 -sysid -f'

2.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자동 디스크 할당을 다시 설정합니다.

'스토리지 디스크 옵션 수정 - 자동 할당 설정 *'

cluster_B::> storage disk option modify -autoassign on *

2 entries were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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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자동 디스크 할당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토리지 디스크 옵션 표시'

 cluster_B::> storage disk option show

 Node     BKg. FW. Upd.  Auto Copy   Auto Assign  Auto Ass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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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_B_1       on            on          on             default

node_B_2       on            on          on             default

2 entries were displayed.

 cluster_B::>

관련 정보

"디스크 및 애그리게이트 관리"

"MetroCluster 구성에서 SyncMirror를 사용하여 데이터 이중화를 제공하는 방법"

애그리게이트 복구 및 미러 복구 수행(MetroCluster FC 구성)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디스크를 할당한 후 MetroCluster 복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애그리게이트가 미러링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러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계

1. 재해 사이트에서 다음 두 단계의 복구(집계 복구 및 루트 복구)를 수행합니다.

cluster_B::> metrocluster heal -phase aggregates

cluster_B::> metrocluster heal -phase root aggregates

2. 복구를 모니터링하여 애그리게이트가 재동기화 또는 미러링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Storage aggregate show-node local

Aggregate에 이 상태가 표시되는 경우… 그러면…

재동기화 중입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재동기화 작업을
완료합니다.

미러가 저하되었습니다 로 진행합니다 하나 이상의 플렉스가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미러를 재구축하려면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대칭 복사, 정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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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음, 오프라인 재해 사이트의 모든 디스크를 교체한 경우 루트
애그리게이트에 이 상태가 표시됩니다.

cluster_B::> storage aggregate show -node local

 Aggregate     Size Available Used% State   #Vols  Nodes      RAID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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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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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_B_1_aggr1

            227.1GB   11.00GB   95% online       1 node_B_1   raid_dp,

                                                              resyncing

 NodeA_1_aggr2

            430.3GB   28.02GB   93% online       2 node_B_1   raid_dp,

                                                              mirror

                                                              degraded

 node_B_1_aggr3

            812.8GB   85.37GB   89% online       5 node_B_1   raid_dp,

                                                              mirrored,

                                                              normal

 3 entries were displayed.

cluster_B::>

다음 예제에서는 세 개의 애그리게이트가 각각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노드 상태

노드_B_1_aggr1 재동기화 중입니다

노드_B_1_aggr2 미러가 저하되었습니다

노드_B_1_aggr3 대칭 복사, 정상

3.  하나 이상의 플렉스가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되면 미러를 재구축하는 데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위의 표에서 node_B_1_aggr2의 미러를 재생성해야 합니다.

a. 실패한 플렉스를 식별하기 위해 애그리게이트의 세부 정보를 봅니다.

'Storage aggregate show -r-aggregate node_B_1_aggr2'

다음 예에서는 plex /node_B_1_aggr2/plex0이 실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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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_B::> storage aggregate show -r -aggregate node_B_1_aggr2

 Owner Node: node_B_1

  Aggregate: node_B_1_aggr2 (online, raid_dp, mirror degraded) (block

checksums)

   Plex: /node_B_1_aggr2/plex0 (offline, failed, inactive, pool0)

    RAID Group /node_B_1_aggr2/plex0/rg0 (partial)

                                                               Usable

Physical

      Position Disk                     Pool Type     RPM     Size

Siz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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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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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x: /node_B_1_aggr2/plex1 (online, normal, active, pool1)

    RAID Group /node_B_1_aggr2/plex1/rg0 (normal, block checksums)

                                                               Usable

Physical

      Position Disk                     Pool Type     RPM     Size

Siz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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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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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arity  1.44.8                    1   SAS    15000  265.6GB

273.5GB (normal)

      parity   1.41.11                   1   SAS    15000  265.6GB

273.5GB (normal)

      data     1.42.8                    1   SAS    15000  265.6GB

273.5GB (normal)

      data     1.43.11                   1   SAS    15000  265.6GB

273.5GB (normal)

      data     1.44.9                    1   SAS    15000  265.6GB

273.5GB (normal)

      data     1.43.18                   1   SAS    15000  265.6GB

273.5GB (normal)

 6 entries were displayed.

 cluster_B::>

a. 실패한 플렉스 삭제:

'Storage aggregate delete-aggregate aggregate-name-plex’를 선택합니다

b. 미러를 다시 설정합니다.

'스토리지 집계 미러 집계 집계-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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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든 미러가 재설정되고 모든 집계가 미러된 정상 상태로 표시될 때까지 플렉스에서 재동기화 및 미러링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스토리지 집계 쇼'

루트 애그리게이트에 대한 디스크 소유권을 교체 컨트롤러 모듈에
재할당(MetroCluster FC 구성)

재해 사이트에서 컨트롤러 모듈 또는 NVRAM 카드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교체한 경우 시스템
ID가 변경되었으며 루트 애그리게이트에 속한 디스크를 교체 컨트롤러 모듈에 재할당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노드가 전환 모드에 있고 복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섹션에서는 재해 사이트의 pool1에 있는 루트 애그리게이트를
포함하는 디스크만 재할당합니다. 현재 이전 시스템 ID가 소유한 유일한 디스크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2노드 및 4노드 구성의 예를 제공합니다. 2노드 구성의 경우 각 사이트의 두 번째 노드에 대한 참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8노드 구성의 경우 두 번째 DR 그룹의 추가 노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합니다.

• 사이트 A는 재해 사이트입니다.

◦ 노드_A_1이(가) 교체되었습니다.

◦ 노드_A_2가 교체되었습니다.

4노드 MetroCluster 구성에서만 제공됩니다.

• 사이트 B는 정상적인 사이트입니다.

◦ node_B_1이 정상 상태임.

◦ node_B_2가 정상 상태임.

4노드 MetroCluster 구성에서만 제공됩니다.

이전 및 새 시스템 ID는 에서 식별되었습니다 "교체 컨트롤러 모듈의 시스템 ID 확인".

이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 ID가 있는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노드 수 노드 원래 시스템 ID입니다 새 시스템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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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노드_A_1 4068741258 1574774970

노드_A_2 4068741260 1574774991

노드_B_1 4068741254)를
참조하십시오

변경되지 않음

노드_B_2 4068741256 변경되지 않음

2개 노드_A_1 4068741258 1574774970

단계

1. 유지보수 모드의 교체 노드에서 루트 애그리게이트 디스크를 재할당합니다.

'Disk reassign-s old-system-ID-d new-system-ID’입니다

*> disk reassign -s 4068741258 -d 1574774970

2. 디스크를 보고 재해 사이트의 pool1 루트 집계 디스크가 교체 노드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디스크 쇼'

루트 애그리게이트에 있는 디스크 수와 이러한 디스크 중 장애가 발생하여 대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출력에
표시되는 디스크 수가 더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디스크를 교체한 경우 pool0 디스크가 출력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제 재해 사이트의 pool1 루트 애그리게이트 디스크를 교체 노드에 할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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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k show

Local System ID: 1574774970

  DISK             OWNER                POOL   SERIAL NUMBER   HOME

D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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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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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_A_1:6.126L19    node_A_1(1574774970) Pool0  serial-number

node_A_1(1574774970)

sw_A_1:6.126L3     node_A_1(1574774970) Pool0  serial-number

node_A_1(1574774970)

sw_A_1:6.126L7     node_A_1(1574774970) Pool0  serial-number

node_A_1(1574774970)

sw_B_1:6.126L8     node_A_1(1574774970) Pool1  serial-number

node_A_1(1574774970)

sw_B_1:6.126L24    node_A_1(1574774970) Pool1  serial-number

node_A_1(1574774970)

sw_B_1:6.126L2     node_A_1(1574774970) Pool1  serial-number

node_A_1(1574774970)

*> aggr status

         Aggr State           Status

 node_A_1_root online          raid_dp, aggr

                               mirror degraded

                               64-bit

*>

3. 집계 상태 보기:

'기정 상태’입니다

루트 애그리게이트에 있는 디스크 수와 이러한 디스크 중 장애가 발생하여 대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출력에
표시되는 디스크 수가 더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디스크를 교체한 경우 pool0 디스크가 출력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aggr status

          Aggr State           Status

  node_A_1_root online          raid_dp, aggr

                                mirror degraded

                                64-bit

*>

4. 메일박스 디스크의 내용을 삭제합니다.

'데일박스 파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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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ggregate가 온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aggr online aggr_name'

6. LOADER 프롬프트가 표시되도록 노드를 중단합니다.

"중지"

새 컨트롤러 모듈 부팅(MetroCluster FC 구성)

데이터와 루트 애그리게이트 모두에 대해 애그리게이트 복구가 완료된 후 재해 사이트에서
노드를 부팅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작업은 로더 프롬프트를 표시하는 노드에서 시작합니다.

단계

1. 부팅 메뉴를 표시합니다.

boot_ontap 메뉴

2. [[2단계, 2단계]] 부팅 메뉴에서 옵션 6, * 백업 구성에서 플래시 업데이트 * 를 선택합니다.

3. 다음 프롬프트에 "y"로 응답합니다.

그러면 모든 플래시 기반 구성이 디스크에 대한 마지막 백업으로 대체됩니다. 계속 하고 싶으세요

시스템이 두 번 부팅되고 두 번째로 새 구성을 로드합니다.

사용한 교체 컨트롤러의 NVRAM 내용을 지우지 않으면 "패닉: NVRAM 컨텐츠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패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를 반복합니다 부팅 메뉴에서 옵션 6, *

백업 구성에서 플래시 업데이트 * 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을 ONTAP 프롬프트로 부팅합니다. 그런
다음 해야 합니다 부팅 복구 및 RDB_Corrupt boots를 재설정합니다

4. plex 0에서 루트 애그리게이트 미러링:

a. 3개의 pool0 디스크를 새 컨트롤러 모듈에 할당합니다.

b. 루트 애그리게이트 pool1 플렉스 미러링:

'aggr mirror root-aggr-name'

c. 소유되지 않은 디스크를 로컬 노드의 pool0에 할당합니다

5. 4노드 구성이 있는 경우 재해 사이트의 다른 노드에서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6. MetroCluster 구성 새로 고침:

a. 고급 권한 모드 시작:

세트 프리빌리지 고급

b. 구성 새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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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luster 설정-새로 고침 참

c. 관리자 권한 모드로 돌아가기:

'Set-Privilege admin’입니다

7. 재해 사이트의 교체 노드가 스위치백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MetroCluster node show'

교체 노드는 "'스위치백 복구 대기 중"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대신 "정상" 모드에 있는 경우 교체 노드를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이 부팅 후 노드는 ""스위치백 복구 대기 중"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교체 노드가 스위치백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cluster_B::> metrocluster node show

DR                    Configuration  DR

Grp Cluster Node      State          Mirror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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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luster_B

            node_B_1  configured     enabled   switchover completed

            node_B_2  configured     enabled   switchover completed

    cluster_A

            node_A_1  configured     enabled   waiting for switchback

recovery

            node_A_2  configured     enabled   waiting for switchback

recovery

4 entries were displayed.

cluster_B::>

다음 단계

로 진행합니다 "재해 복구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boot_recovery와 RDB_corrupt boots를 재설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boot_recovery 및 rdb_corrupt_boots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노드를 다시 LOADER 프롬프트로 중단합니다.

node_A_1::*> halt -node _node-name_

2. 다음 boots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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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ER> printenv bootarg.init.boot_recovery

LOADER> printenv bootarg.rdb_corrupt

3. bootarg 중 하나가 값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을 해제하고 ONTAP를 부팅합니다.

LOADER> unsetenv bootarg.init.boot_recovery

LOADER> unsetenv bootarg.rdb_corrupt

LOADER> saveenv

LOADER>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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