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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 9.6 및 9.7을 사용한 클러스터 관리

System Manager 9.6 및 9.7을 사용한 클러스터 관리

OnCommand ®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관리

System Manager는 그래픽 관리 인터페이스로, 스토리지 시스템과 스토리지 오브젝트(예:

디스크, 볼륨 및 애그리게이트)를 관리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스토리지 시스템과 관련된 공통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관리자는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전체 클러스터와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는 더 이상 실행 파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제 ONTAP 소프트웨어에 웹 서비스로
포함되어 기본으로 활성화되며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의 이름이 이전 버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버전 9.5 및 이전 버전은 OnCommand

System Manager로 명명되었습니다. 버전 9.6 이상은 이제 ONTAP 시스템 관리자라고 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세부 정보를 설정합니다.

• 디스크, 애그리게이트, 볼륨, Qtree, 할당량 등과 같은 스토리지 오브젝트를 구성 및 관리합니다.

• CIFS 및 NFS 등의 프로토콜을 구성하고 파일 공유를 프로비저닝합니다.

• 블록 액세스를 위해 FC, FCoE, NVMe 및 iSCSI와 같은 프로토콜을 구성합니다.

• 서브넷,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데이터 및 관리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그룹 등의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만들고
구성합니다.

• 미러링 및 보관 관계 설정 및 관리

• 클러스터 관리, 스토리지 노드 관리 및 SVM(Storage Virtual Machine) 관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 SVM을 생성 및 구성하고 SVM과 연결된 스토리지 객체를 관리하며 SVM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 클러스터의 HA 구성 모니터링 및 관리

• 노드의 상태에 관계없이 노드를 원격으로 로그인, 관리, 모니터링 및 관리하도록 서비스 프로세서를 구성합니다.

대시보드 창 아이콘

스토리지 시스템의 대시보드를 볼 때 다음 아이콘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름 설명

경고 사소한 문제가 있지만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류 문제로 인해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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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름 설명

심각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연결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링크 화살표 대시보드 창의 라인 항목 옆에 이
항목이 표시되면 클릭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여 라인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라인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ONTAP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설정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및 이전 버전에서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설정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서 제공되는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노드 관리 및 클러스터 관리 네트워크를 설정한 다음,

이벤트 알림을 설정하여 클러스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NTAP 시스템 관리자 9.6부터는
AutoSupport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템플릿 파일은 .xlsx 형식 또는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클러스터에서 ONTAP 9.1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ONTAP 9.1 이상을 실행 중인 스토리지 시스템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을 업로드할 때 모든 필드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암호 및 클러스터 관리 포트와 같은 일부 필드의 값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단계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구성한 노드 관리 IP 주소(+ https://node-management-IP+` )를 입력합니다

◦ 클러스터에 대한 자격 증명을 설정한 경우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로그인하려면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 클러스터에 대한 자격 증명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Guided Setup 창이 표시됩니다.

2. .xlsx 템플릿 파일 또는 .csv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3. 템플릿 파일에 필요한 모든 값을 제공하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 템플릿에 있는 값 이외의 다른 열은 편집하지 마십시오.

◦ 템플릿 파일의 버전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4. 찾아보기 * 를 클릭하고 업데이트된 템플릿 파일을 선택합니다.

◦ 템플릿 파일은 '.csv' 형식으로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파일을 '.xlsx' 형식으로 다운로드한 경우 파일을
'.csv' 파일로 저장한 다음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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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일에 사용되는 인코딩이 'UTF8’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5. 업로드 * 를 클릭합니다.

템플릿 파일에서 제공한 세부 정보는 클러스터 설정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6. 클러스터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 Guided Setup *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7. 클러스터 * 창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 제출 및 계속 * 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클러스터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Cluster 창에 로그인하면 기본적으로 * Feature Licenses *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새 기능 라이센스 키를
추가하거나 미리 채워진 라이센스 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네트워크* 창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 제출 및 계속 * 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9. Support * 창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 Submit and Continue * 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원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0. Storage * 창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하거나 클러스터 설정을 종료합니다.

원하는 작업 그러면…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하고 SVM을 생성하지 않고
클러스터 설정을 종료합니다

이 단계 건너뛰기 * 를 클릭합니다.

애그리게이트를 사용하여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하고
SVM 생성

제출 및 계속 * 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원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1. SVM(Storage Virtual Machine) * 생성 창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 제출 및 계속 * 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SVM 이름을 편집하고, 다른 데이터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어댑터 세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2. 스토리지 * 창에서 * 이 단계 건너뛰기 * 를 클릭한 경우 * 요약 * 창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 클러스터 관리 *

를 클릭하여 System Manager를 시작합니다.

13. Storage * 창에서 * Submit and Continue * 를 클릭한 경우 SVM 창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 Submit and

Continue * 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SVM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4. Summary * 창의 모든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 Provision an Application * 을 클릭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스토리지 용량을 할당하거나 * Manage Your Cluster * 를 클릭하여 클러스터 설정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System

Manager를 실행하거나 * Export Configuration * 을 클릭하여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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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클러스터에서 ONTAP 9.1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ONTAP 9.1 이상을 실행 중인 스토리지 시스템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구성한 노드 관리 IP 주소(+ https://node-management-IP+` )를 입력합니다

◦ 클러스터에 대한 자격 증명을 설정한 경우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로그인하려면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 클러스터에 대한 자격 증명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Guided Setup 창이 표시됩니다.

클러스터를 설정하려면 * Guided Setup *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2. 클러스터 * 페이지에서 클러스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모든 노드가 검색되지 않으면 * Refresh * 를 클릭합니다.

해당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노드가 노드 필드에 표시됩니다.

3. * 선택 사항: * 필요한 경우 * Nodes * 필드의 노드 이름을 업데이트합니다.

4. 클러스터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5. * 선택 사항: * 기능 라이센스 키를 입력합니다.

6. 제출 * 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

네트워크 페이지에 네트워크 세부 정보를 입력하여 클러스터 설정을 계속합니다.

• 관련 정보 *

라이센스 창

Configuration Updates(구성 업데이트)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설정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클러스터, 노드 및 서비스 프로세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창을 사용하여
DNS 및 NTP 세부 정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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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실행 중인 노드만 클러스터 생성에 대해 나열됩니다.

해당 노드에 대한 LIF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IP 주소 범위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클러스터 관리, 노드 관리 및 서비스 프로세서 관리 네트워크에 대한 개별
IP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범위가 활성화된 경우 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IP 주소 범위를 설정하여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범위를 사용하면 동일한 넷마스크 범위 또는 다른
넷마스크 범위에 있는 IP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IP 주소 범위 * 필드에 IP 주소 범위를 입력한 다음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옵션을 선택합니다 설명

동일한 넷마스크에 IP 주소 범위가 있습니다 IP 주소 범위를 입력한 다음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IP 주소는 클러스터 관리, 노드 관리 및 서비스 프로세서
관리 네트워크에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양한 넷마스크의 IP 주소 범위가 있습니다 각 IP 주소 범위를 별도의 줄에 입력한 다음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클러스터 관리 및 기타 IP 주소에 적용되는 첫 번째 IP

주소는 노드 관리 및 서비스 프로세서 관리 네트워크에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클러스터 관리, 노드 관리 및 서비스 프로세서 관리의 IP 주소 범위를 입력한 후에는 이러한
필드에서 IP 주소 값을 수동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IP 주소가 IPv4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넷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3. Port * 필드에서 클러스터 관리용 포트를 선택합니다.

4. 노드 관리의 * 포트 * 필드가 * e0M * 으로 채워지지 않은 경우 포트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트 필드에는 e0M이 표시됩니다.

5. 서비스 프로세서 관리의 경우 기본값을 재정의하는 경우 필수 게이트웨이 세부 정보를 입력했는지 확인하십시오.

6. DNS 세부 정보 * 필드를 활성화한 경우 DNS 서버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7. NTP 세부 정보 * 필드를 활성화한 경우 NTP 서버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체 NTP 서버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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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 * 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

클러스터 설정을 계속하려면 지원 페이지에 이벤트 알림을 입력하십시오.

IP 주소 범위가 비활성화된 경우 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IP 주소 범위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클러스터 관리, 노드 관리 및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 대한 개별 IP 주소를
입력하여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네트워크 페이지에서 * IP 주소 범위 * 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클러스터 관리, 노드 관리 및 서비스 프로세서 네트워크의
개별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단계

1. Cluster Management IP Address * 필드에 클러스터 관리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클러스터 관리에 대한 넷마스크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3. * 선택 사항: *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게이트웨이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4. Port * 필드에서 클러스터 관리용 포트를 선택합니다.

5. 노드를 관리할 넷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세부 정보를 제공하려면 클러스터 관리 * 의 넷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구성 *

보존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한 다음 넷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6. Node Management * 필드에 노드 관리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7. 노드 관리의 * 포트 * 필드가 * e0M * 으로 채워지지 않은 경우 포트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트 필드에는 e0M이 표시됩니다.

8. 서비스 프로세서 관리 넷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9. 서비스 프로세서 관리 * 필드에 서비스 프로세서 IP 관리 주소를 입력합니다.

10. DNS 세부 정보 * 필드를 활성화한 경우 DNS 서버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11. NTP 세부 정보 * 필드를 활성화한 경우 NTP 서버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체 NTP 서버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12. 제출 * 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

클러스터 설정을 계속하려면 지원 페이지에 이벤트 알림을 입력하십시오.

• 관련 정보 *

https://["서비스 프로세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합니까?"]

https://["CLI를 사용하여 clustered Data ONTAP 8.2 이상에서 NTP를 구성 및 문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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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NTAP 9 문서 센터"]

네트워크 창

Configuration Updates(구성 업데이트) 창

날짜 및 시간 창

서비스 프로세서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지원 페이지를 설정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지원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페이지를 설정하면 클러스터 설정이 완료되고, 이벤트 알림을
설정하고, 단일 노드 클러스터의 경우 시스템 백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계

1. mailhost 또는 SNMP 트랩 호스트 또는 Syslog 서버를 사용하여 이벤트 알림을 설정합니다.

이벤트 알림 시스템을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2. 단일 노드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FTP 서버 또는 HTTP 서버에서 시스템 백업을 구성합니다.

시스템 백업은 단일 노드 클러스터에만 적용됩니다.

3. 제출 및 계속 * 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

스토리지 권장사항을 확인하고 SVM을 생성하여 클러스터 설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와 함께 스토리지 권장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스토리지 창을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 생성을 위해 제공되는 스토리지 권장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클러스터, 네트워크 및 지원 세부 정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스토리지 권장 사항에 따라 데이터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이 단계를 건너뛰고 나중에 데이터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 스토리지 권장 사항에 따라 데이터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하려면 * Submit and Continue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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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데이터 애그리게이트를 만들려면 * 이 단계 건너뛰기 * 를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

스토리지 권장 사항에 따라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하도록 선택할 경우 클러스터 설정을 계속하려면 스토리지 가상
머신(SVM)을 생성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VM을 생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서는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창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구성된 SV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SVM은 이러한 SVM에
스토리지 객체가 생성된 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Aggregate를 생성해야 하며 애그리게이트는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 Aggregate가 SVM 루트 볼륨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1. SVM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SVM을 위한 데이터 프로토콜 선택:

원하는 작업 그러면…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CIFS 서버를 구성하여
CIFS 프로토콜을 설정합니다

a. Active Directory * 상자를 선택합니다.

b. Active Directory 관리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c. Active Directory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d. CIFS 서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f. 요구사항에 따라 이 SVM * 에서 * 하나의 데이터
LIF를 선택하거나, SVM * 상자에서 노드당 * 하나의
데이터 LIF를 선택합니다.

g. IP 주소,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및 포트와 같은
데이터 LIF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h. DNS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업 그룹을 사용하여 CIFS 서버를 구성하여 CIFS

프로토콜을 설정합니다

a. Workgroup * 상자를 선택합니다.

b. 워크그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c. CIFS 서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d. 요구사항에 따라 이 SVM * 에서 데이터 LIF *

하나를 선택하거나, SVM * 에서 노드당 데이터 LIF

* 하나를 선택합니다.

e. IP 주소,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및 포트와 같은
데이터 LIF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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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그러면…

NFS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a. NFS * 상자를 선택합니다.

b. 요구사항에 따라 이 SVM * 에서 데이터 LIF *

하나를 선택하거나, SVM * 에서 노드당 데이터 LIF

* 하나를 선택합니다.

c. IP 주소,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및 포트와 같은
데이터 LIF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iSCSI 프로토콜을 활성화합니다 a. iSCSI * 상자를 선택합니다.

b. IP 주소,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및 포트와 같은
데이터 LIF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FC/FCoE 프로토콜 활성화 a. FC/FCoE * 상자를 선택합니다.

b. FC 또는 FCoE 프로토콜용 FC/FCoE 포트를
선택합니다.

각 노드에는 각 프로토콜(FC 및
FCoE)에 대해 올바르게 구성된
포트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NVMe 프로토콜을 활성화하십시오 a. NVMe * 상자를 선택합니다.

b. NVMe 프로토콜용 NVMe 포트를 선택하십시오.

NVMe를 구성하려면 노드 중
하나에서 적어도 하나의 NVMe 가능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ONTAP 9.5부터 SVM과
연결된 HA 쌍의 각 노드에 대해
하나 이상의 NVMe LIF를 구성해야
합니다. 페어의 각 노드에 대해 최대
2개의 NVMe LIF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 선택 사항: * 고급 옵션 * 아이콘을 클릭하고 기본 언어, 보안 스타일, CIFS 서버 세부 정보 및 NFS 세부 정보와
같은 고급 옵션을 구성하는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4. Submit and Continue * 를 클릭하여 SVM을 생성합니다.

다음 단계

제출 및 계속 * 을 클릭한 경우 요약 창에서 제공한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 클러스터 관리 * 를 클릭하여 System

Manager를 시작하거나 * 응용 프로그램 제공 * 을 클릭하여 스토리지 응용 프로그램을 프로비저닝하거나 * 구성
내보내기 * 를 클릭하여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9



System Manager - ONTAP 9.7 이전에서 브라우저 기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합니다

클러스터 액세스 및 관리에 명령줄 인터페이스 대신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NTAP

시스템 관리자는 ONTAP에 웹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admin 역할과 http, ontapi, console 애플리케이션 유형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사용자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 브라우저에서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클러스터 관리 LIF 또는 노드 관리 LIF를 사용하여 ONTAP 시스템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ONTAP System

Manager에 중단 없이 액세스하려면 클러스터 관리 LIF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계

1. 웹 브라우저에서 클러스터 관리 LIF의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 IPv4를 사용하는 경우: 'https://cluster-mgmt-LIF`

◦ IPv6을 사용하는 경우: https://[cluster-mgmt-LIF]`

ONTAP 시스템 관리자의 브라우저 액세스에는 HTTPS만 지원됩니다.

클러스터에서 자체 서명된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브라우저에서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를 계속할 위험을 확인하거나 서버 인증을 위해 클러스터에 CA(인증 기관) 서명
디지털 인증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 선택 사항: * CLI를 사용하여 액세스 배너를 구성한 경우 * 경고 * 대화 상자에 표시된 메시지를 읽고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이 활성화된 시스템에서는 이 옵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계속 진행하지 않으려면 * 취소 * 를 클릭하고 브라우저를 닫습니다.

◦ 계속하려면 * 확인 * 을 클릭하여 ONTAP 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3. 클러스터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ONTAP System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옵션 구성 - ONTAP 9.7 이하

로깅을 설정하고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 대한
비활성 시간 초과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 로그인 창에서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활성 시간 초과 값을 지정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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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를 클릭합니다 *.

2. 설정 * 창에서 * 일반 * 을 클릭합니다.

3. 로그 수준을 지정합니다.

4. 비활성 시간 초과 값을 분 단위로 지정합니다.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을 활성화한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확인 * 을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 로그 파일 보기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 버전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로그 파일을 보내 NetApp 지원 팀의 지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로그 파일은 ONTAP 로그 파일과 함께 'mlog'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단계

1. 클러스터 관리 LIF를 호스팅하는 노드를 식별합니다.

2. 웹 브라우저에 'https://cluster-mgmt-LIF/spi` URL을 입력합니다

클러스터 관리 LIF의 IP 주소는 클러스터 관리 LIF의 IP 주소입니다.

3. 클러스터 관리자 자격 증명을 입력한 다음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4. Data ONTAP - 루트 볼륨 파일 액세스 * 창에서 클러스터 관리 LIF를 호스팅하는 노드에 대한 * 로그 * 링크를
클릭합니다.

5. 'mlog'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System Manager 로그 파일에 액세스합니다.

발생한 문제 유형에 따라 다음 로그 파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스밀르로그

이 파일에는 System Manager에 대한 최신 로그가 들어 있습니다.

◦ '영지 로그’입니다

◦ PHP.log

◦ apache_access.log

◦ '메시지.로그'

시스템 로깅 작동 방식

시스템 로깅은 응용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로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런타임 시 응용 프로그램 바이너리를 수정하지 않고 System Manager

로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로그 출력은 볼륨을 높일 수 있으므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출력할 로그 문
유형을 선택하여 로깅 출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로깅은 Info로 설정됩니다. 다음 로그 수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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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꺼짐

• 오류

• 경고

• 정보

• 디버그

이러한 수준은 계층적으로 작동합니다. 로그 수준이 꺼짐으로 설정되면 메시지가 로깅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를 설정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설정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설정하려면 구성 정보 수집, 클러스터 관리 및 노드 관리 인터페이스 생성, 라이센스 추가, 클러스터 시간
설정, HA 쌍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클러스터 이름을 업데이트합니다

필요한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구성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클러스터 세부 정보 * 창에서 * 클러스터 이름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3. 클러스터 이름 업데이트 * 대화 상자에서 클러스터의 새 이름을 지정한 다음 * 제출 * 을 클릭합니다.

클러스터 암호를 변경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구성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클러스터 세부 정보 * 창에서 * 암호 변경 * 을 클릭합니다.

3. 암호 변경 * 대화 상자에서 새 암호를 지정하고 새 암호를 확인한 다음 * 변경 * 을 클릭합니다.

DNS 구성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호스트 정보를 추가하여 DNS 구성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 또는 IP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DNS 세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구성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클러스터 세부 정보 * 창에서 * DNS 구성 편집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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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NS 도메인 * 영역에서 DNS 도메인 이름을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4. 이름 서버 * 영역에서 IP 주소를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5. 확인 * 을 클릭합니다.

클러스터 관리 논리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관리 논리 인터페이스(LIF)를 생성하여 클러스터에 단일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LIF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모든 활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구성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클러스터 세부 정보 * 창에서 * 클러스터 관리 LIF 생성 * 을 클릭합니다.

3. 클러스터 관리 LIF * 생성 대화 상자에서 클러스터 관리 LIF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4. 클러스터 관리 LIF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원하는 작업 그러면…

서브넷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사용 * 을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IP 주소를 할당할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인터클러스터 LIF의 경우 선택한 IPspace와 연결된
서브넷만 표시됩니다.

c. 특정 IP 주소를 LIF에 할당하려면 * 특정 IP 주소
사용 * 을 선택한 다음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정한 IP 주소가 서브넷 범위에 아직 없는 경우
서브넷에 추가됩니다.

d. 확인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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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그러면…

서브넷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없이 * 를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i. IP 주소와 네트워크 마스크 또는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ii.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iii. 대상 필드의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새
대상 값을 지정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상 필드가 IP 주소
패밀리를 기준으로 기본값으로 채워집니다.

라우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게이트웨이와 목적지를
기반으로 새 루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c. 확인 * 을 클릭합니다.

5. Port details * 영역에서 필요한 포트를 선택합니다.

6. Create * 를 클릭합니다.

노드 이름을 편집합니다

필요한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노드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구성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노드 * 탭에서 이름을 바꿀 노드를 선택한 다음 * 노드 이름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노드 이름 편집 * 대화 상자에서 노드의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 제출 * 을 클릭합니다.

노드 관리 논리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특정 노드를 관리할 수 있는 전용 노드 관리 논리 인터페이스(LIF)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LIF를 사용하여 노드의 시스템 유지보수 활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구성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노드 * 탭에서 노드 관리 LIF를 생성할 노드를 선택한 다음 * 노드 관리 LIF 생성 * 을 클릭합니다.

3. 노드 관리 LIF * 생성 대화 상자에서 노드 관리 LIF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4. 노드 관리 LIF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14



원하는 작업 그러면…

서브넷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사용 * 을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IP 주소를 할당할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인터클러스터 LIF의 경우 선택한 IPspace와 연결된
서브넷만 표시됩니다.

c. 특정 IP 주소를 LIF에 할당하려면 * 특정 IP 주소
사용 * 을 선택한 다음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정한 IP 주소가 서브넷 범위에 아직 없는 경우
서브넷에 추가됩니다.

d. 확인 * 을 클릭합니다.

서브넷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없이 * 를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i. IP 주소와 네트워크 마스크 또는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ii.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iii. 대상 필드의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새
대상 값을 지정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상 필드가 IP 주소
패밀리를 기준으로 기본값으로 채워집니다.

라우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게이트웨이와 목적지를
기반으로 새 루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c. 확인 * 을 클릭합니다.

5. Ports details * 영역에서 필요한 포트를 선택합니다.

6. Create * 를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

기존 노드 관리 LIF를 삭제하려면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해야 합니다.

AutoSupport 설정을 편집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AutoSupport 설정을 수정하여 이메일 알림을 보낼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고 여러 이메일
호스트 이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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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를 클릭합니다 * > * AutoSupport *.

2. AutoSupport 설정을 수정할 노드를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e-메일 수신자 * 탭에서 e-메일 알림을 보낼 e-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각 e-메일 받는 사람에 대한 e-메일 수신자와
메시지 내용을 지정한 다음 메일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각 호스트에 대해 최대 5개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 탭에서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프로토콜을 선택한 다음 HTTP 또는 HTTPS 프록시 서버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5. 확인 * 을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로 라이센스 추가 - ONTAP 9.7 이하

출하 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추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추가하려는 경우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출하 시 설치된 경우 System Manager는 자동으로 라이센스 목록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특정 ONTAP 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ONTAP 9.10.1부터는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NetApp 라이센스 파일(NLF)을 설치하여 라이센스가 부여된
여러 기능을 한 번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NetApp 라이센스 파일을 사용하면 더 이상 별도의 기능 라이센스 키를
추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라이센스 설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NetApp 라이센스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 키를 추가하여 새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라이센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 관리 개요(클러스터 관리자만 해당)"

• MetroCluster 구성에서 새 라이센스를 추가하는 경우 나머지 사이트 클러스터에도 라이센스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Cloud Volumes ONTAP 라이센스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Cloud Volumes ONTAP 라이센스가 라이센스 페이지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System Manager에서는 Cloud

Volumes ONTAP 라이센스의 자격 위험 상태에 대한 경고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용량 기반 라이센스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용량 기반 라이센스는 "json" 유형입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라이센스 * 를 클릭합니다.

2. 추가 * 를 클릭합니다.

16

https://docs.netapp.com/us-en/ontap/task_admin_enable_new_features.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task_admin_enable_new_features.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task_admin_enable_new_features.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task_admin_enable_new_features.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task_admin_enable_new_features.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task_admin_enable_new_features.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task_admin_enable_new_features.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task_admin_enable_new_features.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task_admin_enable_new_features.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task_admin_enable_new_features.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task_admin_enable_new_features.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task_admin_enable_new_features.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task_admin_enable_new_features.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system-admin/manage-licenses-concept.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system-admin/manage-licenses-concept.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system-admin/manage-licenses-concept.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system-admin/manage-licenses-concept.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system-admin/manage-licenses-concept.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system-admin/manage-licenses-concept.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system-admin/manage-licenses-concept.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system-admin/manage-licenses-concept.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system-admin/manage-licenses-concept.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system-admin/manage-licenses-concept.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system-admin/manage-licenses-concept.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system-admin/manage-licenses-concept.html
https://docs.netapp.com/us-en/ontap/system-admin/manage-licenses-concept.html


3. 라이센스 추가 * 대화 상자에서 적절한 단계를 수행합니다.

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특정 ONTAP 서비스에 대한 라이센스를 추가합니다 a.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키를 입력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키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하여 여러 라이센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b. 추가 * 를 클릭합니다.

용량 기반 라이센스를 추가합니다 a. 찾아보기 를 클릭한 다음 용량 기반 라이센스 파일을
선택합니다.

b. 추가 * 를 클릭합니다.

특정 ONTAP 서비스에 대한 라이센스를 추가하고 용량
기반 라이센스를 추가합니다

a.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키를 입력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키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하여 여러 라이센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b. 찾아보기 를 클릭한 다음 용량 기반 라이센스 파일을
선택합니다.

c. 추가 * 를 클릭합니다.

새 라이센스가 추가됩니다.

Add License Status 대화 상자에 성공적으로 추가된 라이센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대화 상자에는 추가되지 않은
라이센스의 라이센스 키와 라이센스가 추가되지 않은 이유도 표시됩니다.

4. 닫기 * 를 클릭합니다.

결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스토리지 시스템에 추가되고 라이센스 창의 라이센스 목록에 표시됩니다.

• 관련 정보 *

라이센스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가 설치된 클러스터의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 버전에서 사용 가능)에서 날짜 및 시간 편집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시간대를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서버를 클러스터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클러스터의 NTP(Network Time Protocol)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NTP는 비활성화할 수 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서 NTP 서버의 IP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버는 클러스터 전체의 시간을 동기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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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서버의 IPv4 주소 또는 IPv6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2. Setup * (설정 *) 패널에서 * Date and Time * (날짜 및 시간 *)을 클릭합니다.

3. 편집 * 을 클릭합니다.

4. 날짜 및 시간 편집 * 대화 상자에서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5. 시간 서버의 IP 주소를 지정한 다음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6. 확인 * 을 클릭합니다.

7. 날짜 및 시간 * 창에서 시간 설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 관련 정보 *

날짜 및 시간 창

Kerberos 영역 구성을 만드는 중입니다

시스템 관리자-ONTAP 9.7 이하와 HA 쌍 모니터링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면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HA(고가용성) 쌍의 노드 상태와 상호 연결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Takeover 또는 Giveback이 활성화되었는지 또는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으며,

Takeover 또는 Giveback이 현재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고가용성 * 을 클릭합니다.

2. High Availability * 창에서 HA 쌍 이미지를 클릭하여 클러스터 HA 상태, 노드 상태, 인터커넥트 상태, 각 노드의
하드웨어 모델과 같은 세부 정보를 봅니다.

클러스터 관리 LIF 또는 노드의 데이터 LIF가 홈 노드에 없으면 노드에 홈 노드에 없는 일부 LIF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관련 정보 *

고가용성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은 IPspace 생성,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및 서브넷으로
구성됩니다.

IPspace 생성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IPspace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IP 주소 서브넷 범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두 개 이상의 별도 관리 네트워크 도메인에서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위한 단일 ONTAP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클라이언트 트래픽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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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 대해

모든 IPspace 이름은 클러스터 내에서 고유해야 하며 ""local" 또는 ""localhost""와 같이 시스템에서 예약한 이름으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단계

1. 네트워크 * 탭을 클릭합니다.

2. IPspace * 탭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3. IPspace 생성 * 대화 상자에서 생성할 IPspace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컴퓨터 네트워크의 논리적 부서를 제공하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서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모든 관련 노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네트워크 * 탭을 클릭합니다.

2.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탭에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3.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생성 * 대화 상자에서 만들려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이름, MTU 크기, IPspace 및 포트를
지정합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IP 네트워크의 논리적 하위 부서를 제공하여 IP 주소를 미리 할당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을 사용하면 각 새 인터페이스에 대한 IP 주소 및 네트워크 마스크 값 대신 서브넷을 지정하여 인터페이스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서브넷이 사용되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서브넷을 생성할 때 게이트웨이를 지정하면 해당 서브넷을 사용하여 LIF가 생성될 때 게이트웨이에 대한 기본 경로가
SVM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단계

1. 네트워크 * 탭을 클릭합니다.

2. Subnets * 탭에서 * Create * 를 클릭합니다.

3. 서브넷 생성 * 대화 상자에서 이름, 서브넷 IP 주소 또는 서브넷 마스크, IP 주소 범위, 게이트웨이 주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등의 서브넷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IP 주소를 쉼표로 구분된 여러 주소로 범위 또는 두 주소의 혼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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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창

물리적 스토리지 설정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노드를 디스크에 할당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할당되지 않은
디스크의 소유권을 특정 노드에 할당하여 애그리게이트 또는 스토리지 풀의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다음 조건이 맞으면 디스크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디스크의 컨테이너 유형은 "할당되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 HA Pair의 노드에 디스크를 연결해야 합니다.

◦ 디스크가 노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MetroCluster 구성의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디스크 * 를 클릭합니다.

2. Disks * 창에서 * Inventory * 탭을 선택합니다.

3. 할당할 디스크를 선택한 다음 * 할당 * 을 클릭합니다.

4. 디스크 할당 * 대화 상자에서 디스크를 할당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5. 할당 * 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 ONTAP 9.7 이하가 있는 스페어 디스크가 없습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디스크에 0을 작성하여 스페어 디스크를 포맷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디스크를
새 애그리게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스페어 디스크를 제로화하면 어레이 LUN을 포함한 클러스터의 모든 스페어가 제로화됩니다. 특정 노드나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 스페어 디스크를 제로화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디스크 * 를 클릭합니다.

2. Disks * 창에서 * Inventory * 탭을 선택합니다.

3. Zero Spares*를 클릭합니다.

4. Zero Spares* 대화 상자에서 디스크를 제로화하려는 노드 또는 ""모든 노드""를 선택합니다.

5. Zero All Non-Zeroed Spare * 확인란을 선택하여 제로화 작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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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Zero Spares*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Aggregate 생성을 위한 스토리지 권장 사항입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를 통해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권장
사항에 따라 또는 요구사항에 따라 수동으로 애그리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 SnapLock 애그리게이트 및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만들어 하나 이상의 볼륨에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Aggregate를 생성하려면 스페어 디스크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크기가 다른 스페어 디스크가 충분하더라도 크기가 다른 디스크를 결합합니다.

처음에 동일한 크기의 디스크로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한 다음 나중에 다른 크기의 디스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서로 다른 체크섬 유형의 디스크를 결합합니다.

처음에 단일 체크섬 유형의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하고 나중에 다른 체크섬 유형의 스토리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aggregate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을 분석하고 생성할 애그리게이트 수,

사용 가능한 노드 및 사용 가능한 스페어 디스크와 같은 스토리지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Cloud Volumes ONTAP, ONTAP Select 및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스토리지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오류(있는 경우)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한 다음 스토리지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애그리게이트를 만들거나, 애그리게이트를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Aggregate를 생성합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 * Add Aggregate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집계 및 디스크 * > * 집계 * >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2. 스토리지 권장 사항을 검토한 다음 * 제출 * 을 클릭합니다.

정보 대화 상자에 집계 상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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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 을 클릭하여 * 애그리게이트 * 창으로 이동합니다.

4. 생성된 애그리게이트를 보려면 * Refresh * (새로 고침)를 클릭합니다.

수동으로 애그리게이트 생성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 버전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HDD만 또는 SSD만 포함된
애그리게이트를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모든 디스크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ONTAP Select에서 4노드 클러스터에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하는 경우, 미러링된 애그리게이트 옵션이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 ONTAP 9.0부터는 디스크 크기가 10TB보다 크거나 같은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Aggregate 디스크의 디스크 유형이 FSA 또는 mSATA 이고 디스크 크기가 10T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RAID-

TEC만 사용할 수 있는 RAID 유형입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Aggregate를 생성합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 * Add Aggregate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집계 및 디스크 * > * 집계 * >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2. Aggregate를 생성하려면 * Manually Create Aggregate *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3. Aggregate를 생성하려면:

a. Aggregate 이름, 디스크 유형 및 Aggregate에 포함할 디스크 또는 파티션의 수를 지정합니다.

최소 핫 스페어 규칙은 디스크 크기가 가장 큰 디스크 그룹에 적용됩니다.

b. * 선택 사항: * 애그리게이트의 RAID 구성을 수정합니다.

i. 변경 * 을 클릭합니다.

ii. RAID 구성 변경 * 대화 상자에서 RAID 유형 및 RAID 그룹 크기를 지정합니다.

공유 디스크는 RAID DP 및 RAID-TEC의 두 가지 RAID 유형을 지원합니다.

iii. 저장 * 을 클릭합니다.

c. Aggregate를 미러링하려면 * Mirror this aggregate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MetroCluster 구성의 경우 미러링되지 않은 애그리게이트 생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미러링 옵션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결과

애그리게이트는 지정된 구성으로 생성되며 애그리게이트 창의 애그리게이트 목록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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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Pool Aggregate를 수동으로 생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를 수동으로
생성하거나, SSD를 추가하여 기존 HDD 애그리게이트를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새 HDD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경우, SSD 캐시를 프로비저닝하고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플랫폼별 모범 사례와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 SSD 계층 크기 및 구성에 대한 워크로드별 모범 사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모든 HDD가 Zeroed 상태여야 합니다.

• 애그리게이트에 SSD를 추가하려면 기존 SSD와 전용 SSD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하는 동안에는 파티셔닝된 SS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캐시 소스가 스토리지 풀인 경우 애그리게이트를 미러링할 수 없습니다.

• ONTAP 9.0부터는 디스크 크기가 10TB보다 크거나 같은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Aggregate 디스크의 디스크 유형이 FSA 또는 mSATA 이고 디스크 크기가 10T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RAID-

TEC는 RAID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Aggregate를 생성합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 * Add Aggregate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집계 및 디스크 * > * 집계 * >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2. Aggregate를 생성하려면 * Manually Create Aggregate *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3. Create Aggregate * 창에서 Aggregate 이름, 디스크 유형 및 Aggregate의 HDD에 포함할 디스크 또는 파티션의
수를 지정합니다.

4. Aggregate를 미러링하려면 * Mirror this aggregate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MetroCluster 구성의 경우 미러링되지 않은 애그리게이트 생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미러링 옵션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5. 이 Aggregate와 함께 Flash Pool Cache 사용 * 을 클릭합니다.

6. 캐시 소스 지정:

캐시 소스를 선택하려는 경우… 그러면…

지원합니다 a. 캐시 소스로 * 스토리지 풀 * 을 선택합니다.

b. 캐시를 가져올 수 있는 스토리지 풀을 선택한 다음
캐시 크기를 지정합니다.

c. 필요한 경우 RAID 유형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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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소스를 선택하려는 경우… 그러면…

전용 SSD a. 캐시 소스로 * 전용 SSD * 를 선택합니다.

b. SSD 크기와 애그리게이트에 포함될 SSD 수를
선택합니다.

c. 필요한 경우 RAID 구성을 수정합니다.

i. 변경 * 을 클릭합니다.

ii. RAID 구성 변경 대화 상자에서 RAID 유형과
RAID 그룹 크기를 지정합니다.

iii. 저장 * 을 클릭합니다.

7. Create * 를 클릭합니다.

결과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는 지정된 구성으로 생성되며 애그리게이트 창의 애그리게이트 목록에 추가됩니다.

SnapLock Aggregate를 수동으로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SnapLock 규정 준수 애그리게이트 또는
SnapLock 엔터프라이즈 애그리게이트를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그리게이트에는 ""WORM(Write

Once, Read Many)" 기능을 제공하는 SnapLock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napLock 라이센스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SnapLock 엔터프라이즈 애그리게이트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어레이 LUN의 경우 SnapLock 엔터프라이즈 애그리게이트만 지원됩니다.

• ONTAP 9.0부터는 디스크 크기가 10TB보다 크거나 같은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Aggregate 디스크의 디스크 유형이 FSA 또는 mSATA 이고 디스크 크기가 10T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RAID-

TEC는 RAID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 ONTAP 9.1부터 AFF 플랫폼에 SnapLock 애그리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SnapLock Aggregate를 만듭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 * Add Aggregate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집계 및 디스크 * > * 집계 * >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2. Aggregate를 생성하려면 * Manually Create Aggregate *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3. SnapLock 애그리게이트 생성하기:

a. Aggregate 이름, 디스크 유형 및 Aggregate에 포함할 디스크 또는 파티션의 수를 지정합니다.

Aggregate를 생성한 후에는 SnapLock Compliance Aggregate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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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핫 스페어 규칙은 디스크 크기가 가장 큰 디스크 그룹에 적용됩니다.

b. * 선택 사항: * 애그리게이트의 RAID 구성을 수정합니다.

i. 변경 * 을 클릭합니다.

ii. RAID 구성 변경 대화 상자에서 RAID 유형과 RAID 그룹 크기를 지정합니다.

공유 디스크는 RAID-DP와 RAID-TEC의 두 가지 RAID 유형을 지원합니다.

iii. 저장 * 을 클릭합니다.

c. SnapLock 유형을 지정합니다.

d. ComplianceClock 시스템을 초기화하지 않은 경우 * ComplianceClock * 초기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omplianceClock이 이미 노드에서 초기화된 경우에는 이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스템 시간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ComplianceClock은 시스템 클록을 기반으로
설정됩니다. ComplianceClock이 설정되면 ComplianceClock을 수정하거나 중지할 수
없습니다.

e. * 선택 사항: * 애그리게이트를 미러링하려면 * 이 애그리게이트 미러링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MetroCluster 구성의 경우 미러링되지 않은 애그리게이트 생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미러링 옵션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기본적으로 미러링 옵션은 SnapLock 규정 준수 애그리게이트에 대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수동으로 생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수동으로 생성하거나 클라우드 계층을 SSD 애그리게이트에 연결하여 기존 SSD 애그리게이트를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클라우드 계층을 생성하여 SSD 애그리게이트로 구성된 클러스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 사내 클라우드 계층이 생성되었어야 합니다.

• 클라우드 계층과 애그리게이트 간에는 전용 네트워크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다음 오브젝트 저장소를 클라우드 계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torageGRID

• Alibaba Cloud(System Manager 9.6으로 시작)

• AWS(Amazon Web Services) S3(Simple Storage Service)

• AWS(Amazon Web Services) C2S(Commercial Cloud Service)

• Microsoft Azure Blob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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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 클라우드

• Google 클라우드

• 온프레미스 Azure 서비스인 Azure Stack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StorageGRID 이외의 클라우드 계층으로 오브젝트 저장소를 사용하려면 FabricPool 용량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 * Add Aggregate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집계 및 디스크 * > * 집계 * >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2. Aggregate를 생성하려면 * Manually Create Aggregate *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3.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 생성:

a. Aggregate 이름, 디스크 유형 및 Aggregate에 포함할 디스크 또는 파티션의 수를 지정합니다.

All-Flash(All SSD) 애그리게이트만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지원합니다.

최소 핫 스페어 규칙은 디스크 크기가 가장 큰 디스크 그룹에 적용됩니다.

b. * 선택 사항: * 애그리게이트의 RAID 구성을 수정합니다.

i. 변경 * 을 클릭합니다.

ii. RAID 구성 변경 대화 상자에서 RAID 유형과 RAID 그룹 크기를 지정합니다.

공유 디스크는 RAID-DP와 RAID-TEC의 두 가지 RAID 유형을 지원합니다.

iii. 저장 * 을 클릭합니다.

4. FabricPool *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클라우드 계층을 선택합니다.

5. Create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http://["NetApp 기술 보고서 4070: Flash Pool 설계 및 구축"^]

System Manager로 SVM 생성 - ONTAP 9.7 이전 버전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성된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하나 이상의 SVM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클러스터에는 온라인 상태에 루트가 아닌 Aggregate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 Aggregate는 SVM 루트 볼륨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 CIFS 생성 및 인증 실패를 방지하려면 NTP를 구성 및 활성화하여 클러스터 전체에서 시간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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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M에 구성하려는 프로토콜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 보안 DDNS가 작동하려면 CIFS 프로토콜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VM을 생성하는 동안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SVM을 생성하고 완벽하게 구성합니다.

◦ SVM에 허용되는 볼륨 유형을 구성합니다.

◦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SVM을 생성 및 구성합니다.

◦ SVM 관리자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합니다.

• SVM의 이름을 지정하려면 영숫자와 ""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침표), ""-"(하이픈), ""_"(밑줄).

SVM 이름은 알파벳 또는 ""_"(밑줄)로 시작해야 하며 47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vs0.example.com 과 같은 SVM 이름으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언어 설정이 동일한 볼륨 간에만 SnapMirror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VM의 언어에 따라 SVM의 모든 NAS 볼륨에 대한 파일 이름 및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 세트가
결정됩니다.

• SnapLock 애그리게이트를 SVM의 루트 애그리게이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Create * 를 클릭합니다.

3. SVM(Storage Virtual Machine) 설정 * 창에서 다음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 SVM 이름

◦ SVM에 할당된 IPSpace

◦ 허용되는 볼륨 유형입니다

◦ 허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 SVM 언어

◦ 루트 볼륨의 보안 스타일입니다

◦ 루트 애그리게이트

모든 SVM에 대한 기본 언어 설정은 C.UTF-8입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여유 공간이 있는 애그리게이트는 SVM의 루트 볼륨의 컨테이너로 선택됩니다. 선택한
프로토콜에 따라 기본 보안 스타일과 루트 애그리게이트가 선택됩니다.

CIFS 프로토콜을 선택하거나 CIFS 프로토콜을 다른 프로토콜과 조합하면 보안 스타일이 NTFS로 설정됩니다.

NFS, iSCSI, NVMe 또는 FC/FCoE 또는 이러한 프로토콜 조합을 선택하는 경우 보안 스타일이 UNIX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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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Me에서는 프로토콜의 조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클러스터에 포함된 애그리게이트만 표시됩니다.

4. DNS 서비스를 구성할 DNS 도메인 이름과 이름 서버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기존 SVM 구성에서 선택됩니다.

5. * 선택 사항: *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 LIF가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구성할 때 타겟 별칭, 서브넷 및 노드당
LIF 수를 지정합니다.

LIF의 포트 수를 수정하려면 * 검토 또는 LIF 구성 수정(고급 설정) * 확인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영역의 노드 목록에서 노드를 선택하여 특정 노드에 있는 포트셋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6. * 선택 사항: * SVM 자격 증명을 제공하여 SVM 관리자를 위한 SnapDrive 및 SnapManager와 같은 호스트 측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7. * 선택 사항: * NVMe 이외의 프로토콜의 경우 * SVM 관리를 위한 새 LIF 생성 * 을 클릭한 다음, 새 관리 LIF의
서브넷 유무에 관계없이 포트 세트와 IP 주소를 지정하여 SVM 관리를 위한 새로운 LIF를 생성합니다.

CIFS 및 NFS 프로토콜의 경우 데이터 LIF는 기본적으로 관리 액세스를 가집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새 관리 LIF를
생성해야 합니다. iSCSI 및 FC의 경우 데이터 프로토콜과 관리 프로토콜이 동일한 LIF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SVM 관리 LIF가 필요합니다.

8. * 선택 사항: * NVMe 프로토콜의 경우, ONTAP 9.5부터 SVM 설정 마법사의 두 번째 페이지에서 각 노드에 대해
최소 하나의 LIF를 구성합니다. * NVMe 프로토콜 구성 *

HA Pair의 각 노드에 대해 LIF를 하나 이상 구성해야 합니다. 노드당 두 개의 LIF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하나 또는 두 개의 LIF 구성 간에 전환합니다.

9. 제출 및 계속 * 을 클릭합니다.

SVM은 지정된 구성으로 생성됩니다.

결과

생성한 SVM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루트 볼륨 이름은 자동으로 'VM name_root’로 생성됩니다. 기본적으로 vsadmin

사용자 계정이 생성되고 잠금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SVM에서 프로토콜을 하나 이상 구성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VM에서 CIFS 및 NFS 프로토콜을 구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서 CIFS 및 NFS 프로토콜을 구성하여 NAS 클라이언트에 파일 레벨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FS 프로토콜을 설정하려면 데이터 LIF 및 CIFS 서버를
생성해야 합니다. NFS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NIS 세부 정보와 데이터 LIF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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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 SVM에서 구성 또는 활성화할 프로토콜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구성할 프로토콜이 SVM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편집 창을 사용하여 SVM용
프로토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CIFS 프로토콜을 구성하려면 Active Directory, 조직 단위 및 관리 계정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SnapLock 애그리게이트는 자동으로 볼륨을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계

1. SVM을 생성하는 동안 프로토콜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구성할 프로토콜을 클릭합니다.

4. 데이터 LIF 구성 * 섹션에서 CIFS와 NFS 모두에 대해 동일한 데이터 LIF 구성을 유지하려면 * NFS 클라이언트에
대한 CIFS 데이터 LIF 구성 유지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IFS와 NFS 모두에 대해 동일한 데이터 LIF 구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CIFS 및 NFS에 대해 IP 주소와 포트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5.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원하는 작업 그러면…

서브넷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사용 * 을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IP 주소를 할당해야
하는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인터클러스터 LIF의 경우 선택한 IPspace와 연결된
서브넷만 표시됩니다.

c. 인터페이스에 특정 IP 주소를 할당하려면 * 특정 IP

주소 사용 * 을 선택한 다음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정한 IP 주소가 서브넷 범위에 아직 없는 경우
서브넷에 추가됩니다.

d. 확인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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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그러면…

서브넷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없이 * 를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i. IP 주소와 네트워크 마스크 또는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ii.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iii. 대상 필드의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새
대상 값을 지정합니다.

대상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상 필드는 IP 주소
패밀리를 기준으로 기본값으로 채워집니다.

라우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게이트웨이와 목적지를
기반으로 새 루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c. 확인 * 을 클릭합니다.

6. 데이터 LIF를 생성할 포트를 지정합니다.

a. 찾아보기 * 를 클릭합니다.

b. 네트워크 포트 또는 어댑터 선택 * 대화 상자에서 포트를 선택합니다.

c. 확인 * 을 클릭합니다.

7.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CIFS 서버를 구성합니다.

a. CIFS 서버를 생성하려면 다음 정보를 지정합니다.

▪ CIFS 서버 이름입니다

▪ CIFS 서버와 연결할 Active Directory입니다

▪ CIFS 서버와 연결할 Active Directory 도메인 내의 OU(조직 구성 단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매개 변수는 CN=Computers로 설정됩니다.

▪ OU에 CIFS 서버를 추가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관리 계정의 자격 증명입니다

b. * 선택 사항: * 이 SVM의 모든 공유에 액세스하는 동안 * 데이터 암호화 * 를 선택하여 SVM의 모든 공유에 대해
SMB 3.0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c. 공유 이름, 공유 크기 및 액세스 권한을 지정하여 프로토콜을 구성할 때 CIFS 스토리지에 대한 볼륨을
프로비저닝합니다.

d. 이 공유에 액세스하는 동안 데이터 암호화 * 를 선택하여 특정 공유에 대해 SMB 3.0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8. * 선택 사항: * NIS 서비스 구성:

a. SVM에서 NIS 서비스를 구성하려면 NIS 서버의 IP 주소와 NIS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b. "NIS" 이름 서비스 소스를 추가할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c. 내보내기 이름, 크기 및 권한을 지정하여 NFS 스토리지에 대한 볼륨을 프로비저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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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출 및 계속 * 을 클릭합니다.

결과

CIFS 서버와 NIS 도메인은 지정된 구성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LIF가 생성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LIF는 관리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요약 페이지에서 구성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VM에서 iSCSI 프로토콜을 구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블록 레벨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서 iSCSI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iSCSI LIF 및 포트 세트를 생성한 다음 포트 세트에 LIF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LIF는
가장 적합한 어댑터에 생성되며 데이터 경로 이중화를 위해 포트 세트에 할당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 클러스터에서 iSCSI 라이센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SVM에서 iSCSI 프로토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편집 창을 사용하여 SVM용 프로토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가 정상 상태여야 합니다.

• 각 노드에는 데이터 포트가 2개 이상 있어야 하며 포트 상태는 "Up"이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VM을 생성하는 동안 iSCSI 프로토콜을 구성하거나 나중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 SnapLock 애그리게이트는 자동으로 볼륨을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계

1. SVM을 생성하는 동안 iSCSI 프로토콜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iSCSI * 를 클릭합니다.

4. * 선택 사항: * 네트워크 액세스 * 섹션에서 iSCSI 대상의 별칭을 지정합니다.

별칭 이름의 최대 문자 수는 128자입니다. 타겟 별칭을 지정하지 않으면 SVM 이름이 별칭으로 사용됩니다.

5. 단일 노드에 할당할 수 있는 iSCSI LIF 수를 지정합니다.

노드당 최소 LIF 수는 1개입니다. 최대값은 노드 전체의 Up 상태에 있는 모든 포트의 최소값입니다. 최대값이
홀수이면 이전 짝수가 최대값으로 간주됩니다. 최소 및 최대 값 범위에서 짝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노드 클러스터에는 각각 UP 상태인 6개의 포트와 UP 상태인 7개의 포트가 있는 노드1, 노드2, 노드3가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유효 최대값은 6입니다.

노드에 할당할 LIF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LIF에 적어도 하나의 포트셋 를 할당해야 합니다.

6. iSCSI LIF를 생성하려면 서브넷 세부 정보를 포함한 네트워크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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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그러면…

서브넷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사용 * 을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IP 주소를 할당해야
하는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인터클러스터 LIF의 경우 선택한 IPspace와 연결된
서브넷만 표시됩니다.

c. 인터페이스에 특정 IP 주소를 할당하려면 * 특정 IP

주소 사용 * 을 선택한 다음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정한 IP 주소가 서브넷 범위에 아직 없는 경우
서브넷에 추가됩니다.

d. 확인 * 을 클릭합니다.

서브넷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없이 * 를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i. IP 주소와 네트워크 마스크 또는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ii.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iii. 대상 필드의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새
대상 값을 지정합니다.

대상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상 필드는 IP 주소
패밀리를 기준으로 기본값으로 채워집니다.

라우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게이트웨이와 목적지를
기반으로 새 루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c. 확인 * 을 클릭합니다.

7.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8. 어댑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클러스터에 NIC 카드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 NIC * 를 선택해야 합니다.

클러스터에 CNS 카드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 CNA * 를 선택해야 합니다.

클러스터에서 ifgrp를 구성한 경우 * 인터페이스 그룹 * 을 선택해야 합니다.

ifgrp 포트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추가해야 합니다.

9. * 선택 사항: * LUN 크기, LUN의 OS 유형 및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세부 정보를 지정하여 iSCSI 프로토콜을 구성할
때 iSCSI 스토리지에 대한 LUN을 프로비저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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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으로 생성된 iSCSI LIF의 구성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려면 * LIF 구성 검토 또는 수정(고급 설정) * 을
선택합니다.

LIF 이름과 홈 포트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트 세트는 최소값으로 설정됩니다. 고유한 항목을 지정해야
합니다. 중복된 LIF 이름을 지정하면 System Manager에서 중복된 LIF 이름에 숫자 값이 추가됩니다.

선택된 포트셋 기반의 LIF는 노드 장애 또는 포트 장애 시 이중화를 보장하기 위해 라운드 로빈 방법을 사용하여
포트 세트 전체에 분산됩니다.

11. 제출 및 계속 * 을 클릭합니다.

결과

iSCSI LIF 및 포트 세트는 지정된 구성으로 생성됩니다. LIF는 선택한 포트셋 기반의 포트 세트 간에 분산됩니다. 모든
LIF가 성공적으로 생성되면 iSCSI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LIF 생성이 실패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창을 사용하여 LIF를 생성하고 LUN 창을 사용하여 LIF를 포트 세트에
연결한 다음 iSCSI 창을 사용하여 iSCSI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VM에서 FC 프로토콜 및 FCoE 프로토콜을 구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SAN 호스트용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서 FC 프로토콜과 FCoE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IF는
가장 적합한 어댑터에 생성되며 데이터 경로 이중화를 위해 포트 세트에 할당됩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FC 프로토콜이나 FCoE 프로토콜을 구성하거나 두
프로토콜을 모두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클러스터에서 FCP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가 정상 상태여야 합니다.

• 각 노드에는 각 프로토콜(FC 및 FCoE)에 대해 2개 이상의 올바르게 구성된 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VM을 생성하는 동안 FC 프로토콜과 FCoE 프로토콜을 구성하거나 나중에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VM에서 프로토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편집 창을 사용하여 SVM용 프로토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SnapLock 애그리게이트는 자동으로 볼륨을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계

1. SVM을 생성하는 동안 프로토콜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Storage * > * SVM * 탭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FC/FCoE * 를 클릭합니다.

4. Data Interface Configuration * 섹션에서 해당 옵션을 선택하여 FC 프로토콜 및 FCoE 프로토콜에 대한 데이터
LIF를 구성합니다.

5. 각 프로토콜에 대해 노드당 데이터 LIF 수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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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당 최소 LIF 수는 1개입니다. 최대값은 노드 전체의 Up 상태에 있는 모든 포트의 최소값입니다. 최대값이
홀수이면 이전 짝수가 최대값으로 간주됩니다. 최소 및 최대 값 범위에서 짝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노드 클러스터에는 각각 6개의 포트가 있는 노드1, 노드2, 노드3, 7개의 포트가 있는 노드4 등이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유효 최대값은 6입니다.

노드에 할당할 LIF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LIF에 적어도 하나의 포트셋 를 할당해야 합니다.

6. 자동으로 생성된 LIF 구성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려면 * 인터페이스 연결 검토 또는 편집 * 을 선택합니다.

LIF 이름과 홈 포트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복 항목을 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 선택 사항: * LUN 크기, LUN의 OS 유형 및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프로토콜을 구성할 때 FC

스토리지 또는 FCoE 스토리지에 대한 LUN을 프로비저닝합니다.

8. 제출 및 계속 * 을 클릭합니다.

결과

데이터 LIF 및 포트 세트는 지정된 구성으로 생성됩니다. LIF는 포트 세트 간에 적절하게 배포됩니다. 하나 이상의
프로토콜에 대한 모든 LIF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경우 FCP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LIF 생성에 실패하면 LIF를 생성하고 FC/FCoE 창에서 FCP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https://["ONTAP 9 문서 센터"]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VM에서 NVMe 프로토콜을 구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서 NVMe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NVMe

하위 시스템 및 호스트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NVMe를 사용하는 SVM에는 다른 프로토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NVMe를 선택하면 나머지 프로토콜이
비활성화됩니다. SVM을 생성하는 동안 NVMe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1. SVM을 생성할 때 NVMe 프로토콜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NVMe * 를 클릭합니다.

4. 필요한 경우 링크를 클릭하여 프로토콜을 구성합니다.

활성화된 다른 프로토콜이 있으면 이 프로토콜을 선택 취소해야 NVM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VMe를 다른 프로토콜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5. Edit Storage Virtual Machine * 창에서 * Resource Allocation * 을 클릭합니다.

6. 리소스 할당 * 탭에서 볼륨 생성을 위임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볼륨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할 Aggregat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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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 * 탭을 클릭하여 이름 서비스 스위치 세부 정보를 구성합니다.

8.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NVMe 프로토콜은 SVM에서 구성됩니다. 프로토콜을 구성한 후 * SVM 설정 * 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NVMe 설정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VM 관리자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기본 네트워크
구성을 사용하여 SVM(기능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또는 SVM을 설정한 후 SVM 관리자에게
SVM 관리 권한을 선택적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VM 관리자는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위임된 SVM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는 CLI(Command-Line

Interface)를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관리자 세부 정보 * 섹션에서 'vsadmin'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설정합니다.

2. SVM 관리를 위한 전용 LIF를 원하는 경우 * SVM 관리를 위한 LIF 생성 * 을 선택하고 네트워크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SAN 프로토콜에는 데이터 및 관리 프로토콜이 동일한 LIF를 공유할 수 없는 전용 SVM 관리 LIF가 필요합니다.

SVM 관리 LIF는 데이터 포트에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iSCSI LIF를 생성하기 위한 서브넷 세부 정보를 비롯한 네트워크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원하는 작업 그러면…

서브넷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사용 * 을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IP 주소를 할당해야
하는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인터클러스터 LIF의 경우 선택한 IPspace와 연결된
서브넷만 표시됩니다.

c. 인터페이스에 특정 IP 주소를 할당하려면 * 특정 IP

주소 사용 * 을 선택한 다음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정한 IP 주소가 서브넷 범위에 아직 없는 경우
서브넷에 추가됩니다.

d. 확인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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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그러면…

서브넷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없이 * 를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i. IP 주소와 네트워크 마스크 또는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ii.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iii. 대상 필드의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새
대상 값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상 필드가
IP 주소 패밀리를 기준으로 기본값으로
채워집니다.

라우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게이트웨이와 목적지를
기반으로 새 루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c. 확인 * 을 클릭합니다.

4. 데이터 LIF를 생성할 포트를 지정합니다.

a. 찾아보기 * 를 클릭합니다.

b. 네트워크 포트 또는 어댑터 선택 대화 상자에서 포트를 선택합니다.

c. 확인 * 을 클릭합니다.

결과

vsadmin 계정이 잠금 해제되어 암호로 구성됩니다.

vsadmin 계정의 기본 액세스 방법은 ONTAP API(ontapi) SSH(ssh) 입니다. SVM 관리자는 관리 IP 주소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편집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SVM에 애그리게이트를 할당해야 합니다.

SVM에 할당된 애그리게이트가 없는 경우 SVM 관리자는 볼륨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lexVol 볼륨을 생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 버전에서 사용 가능)에서 볼륨 생성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FlexVol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루트 볼륨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신 항상 데이터에 대해 별도의 볼륨을 생성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클러스터에는 루트가 아닌 애그리게이트와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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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쓰기 볼륨을 생성하려면 SVM용 프로토콜을 구성해야 하며 SnapMirror 라이센스 또는 SnapVault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프로토콜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라이센스 중 하나를 설치한 경우 데이터 보호(DP) 볼륨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된 볼륨을 만들려면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볼륨 암호화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하며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key-manager setup""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Key-manager setup""을 활성화한 후 웹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읽기/쓰기(RW) 볼륨에 대해서만 스토리지 서비스 품질(QoS)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 동기화 소스 SVM에 DP 볼륨을 생성하면 동기화 대상 SVM에서 볼륨이 복제되지
않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 DP 볼륨을 생성할 때 소스 볼륨은 타겟 SVM에 복제(미러링 또는 볼트)되지 않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 시스템 관리자는 볼륨을 생성할 때 다음 애그리게이트만 표시합니다.

◦ 정상 모드에서는 운영 사이트에서 동기식 소스 SVM이나 데이터 제공 SVM에 볼륨을 생성할 때 운영 사이트의
클러스터에 속한 애그리게이트만 표시됩니다.

◦ 스위치 오버 모드에서는 동기식-타겟 SVM 또는 활성 사이트의 데이터 지원 SVM에 볼륨을 생성할 때 SVM만
표시됩니다.

• Cloud Volumes ONTAP에서는 볼륨을 암호화할 수 없습니다.

• 소스 볼륨에서 암호화가 활성화되고 대상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의 ONTAP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 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타겟 볼륨에서 암호화가 비활성화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Create * > * Create FlexVol * 를 클릭합니다.

3. 볼륨을 생성할 SVM을 찾아 선택합니다.

Create Volume(볼륨 생성)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대화 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탭이 있습니다.

◦ 일반

◦ 스토리지 효율성

◦ SnapLock

◦ 서비스 품질

◦ 보호

4. 일반 * 탭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FlexVol 볼륨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b. FabricPool * 버튼을 클릭하여 볼륨이 FabricPool 볼륨임을 지정합니다.

c. Aggregate를 선택하려면 * 선택 * 을 클릭합니다.

볼륨이 FabricPool FlexVol 볼륨인 경우에는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볼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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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Pool이 아닌 FlexVol 볼륨인 경우에는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가 아닌 애그리게이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애그리게이트(NAE)를 선택하면 생성하는 볼륨이 애그리게이트의 암호화를 상속합니다.

d. 스토리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e. 체적 크기와 측정 단위를 지정합니다.

f. 스냅샷 복사본을 위해 예약해야 하는 공간을 지정합니다.

g. 공간 예약 * 드롭다운 메뉴에서 공간 예약 옵션을 선택합니다.

h. 볼륨 암호화를 활성화하려면 * 볼륨 암호화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볼륨 암호화 라이센스를
활성화했으며 해당 플랫폼이 암호화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Storage Efficiency * 탭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이 볼륨을 생성할 스토리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SnapMirror 대상 볼륨을 생성하는 경우 * 데이터 보호 * 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볼륨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이 제공됩니다.

b. 볼륨에 대한 계층화 정책을 지정합니다.

c. 스냅샷 복사본을 위해 예약할 볼륨 크기와 총 볼륨 크기의 비율을 지정합니다.

스냅샷 복사본을 위해 예약된 기본 공간은 SAN 볼륨 및 VMware 볼륨의 경우 0%입니다. NAS 볼륨의 경우
기본값은 5%입니다.

d. 볼륨에 대해 * Default *, * Thin Provisioned * 또는 * Thick Provisioned * 를 선택합니다.

씬 프로비저닝이 설정된 경우 데이터가 볼륨에 기록될 때에만 aggregate에서 볼륨에 공간이 할당됩니다.

▪ AFF 스토리지 시스템의 경우 씬 프로비저닝의 값은 "기본값"이고, 다른 스토리지 시스템의
경우 일반 프로비저닝의 값은 "기본값"입니다.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의 경우 씬 프로비저닝의 가치는 "기본값"입니다.

e. 볼륨에 대해 중복 제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System Manager에서는 기본 중복 제거 일정을 사용합니다. 지정된 볼륨 크기가 중복 제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면 볼륨이 생성되고 중복제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All-Flash 최적화 퍼스낼리티가 있는 시스템의 경우 인라인 압축과 '자동' 중복제거 일정이 기본적으로 설정됩니다.

6. 서비스 품질 * 탭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FlexVol 볼륨에 대한 스토리지 QoS를 활성화하여 워크로드 성능을 관리하려면 * 스토리지 서비스 품질 관리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새 스토리지 QoS 정책 그룹을 생성하거나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하여 FlexVol 볼륨의 I/O(Input/Output)

성능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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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새 정책 그룹을 생성합니다 i. 새 정책 그룹 * 을 선택합니다.

ii. 정책 그룹 이름을 지정합니다.

iii.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System Manager 9.5에서는 성능 기반 All-

Flash 최적화 개인성에만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에서는 정책 그룹의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 볼륨의
최소 처리량 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처리량 값을 지정하지 않거나 최소
처리량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없음""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iv. 정책 그룹에 있는 개체의 워크로드가 지정된
처리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과 최대 처리량 제한은 단위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IOPS,

B/s, KB/s, MB/s 등의 최대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처리량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무제한""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지정하는
단위는 최대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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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합니다 i. 기존 정책 그룹 * 을 선택한 다음 * 선택 * 을
클릭하여 정책 그룹 선택 대화 상자에서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합니다.

ii.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System Manager 9.5에서는 성능 기반 All-

Flash 최적화 개인성에만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에서는 정책 그룹의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 볼륨의
최소 처리량 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처리량 값을 지정하지 않거나 최소
처리량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없음""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iii. 정책 그룹에 있는 개체의 워크로드가 지정된
처리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과 최대 처리량 제한은 단위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IOPS,

B/s, KB/s, MB/s 등의 최대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처리량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무제한""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지정하는
단위는 최대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책 그룹이 둘 이상의 개체에 할당된 경우 지정한
최대 처리량은 객체 간에 공유됩니다.

7. 보호 * 탭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볼륨 보호 * 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비 FabricPool FlexGroup 볼륨은 FabricPool FlexGroup 볼륨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FlexGroup 볼륨은 FabricPool이 아닌 FabricPool FlexGroup 볼륨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b. Replication *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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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 경우 수행할 작업…

비동기식 a. * 선택 사항: * 복제 유형 및 관계 유형을 모르는 경우
* 도움말 선택 * 을 클릭하고 값을 지정한 다음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b. 관계 유형을 선택합니다.

관계 유형은 대칭 복사, 볼트, 대칭 복사 및 볼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타겟 볼륨으로 클러스터 및 SVM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d. 필요한 경우 볼륨 이름 접미사를 수정합니다.

동기식이다 a. * 선택 사항: * 복제 유형 및 관계 유형을 모르는 경우
* 도움말 선택 * 을 클릭하고 값을 지정한 다음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b. 동기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동기화 정책은 StrictSync 또는 Sync 일 수
있습니다.

c. 타겟 볼륨으로 클러스터 및 SVM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d. 필요한 경우 볼륨 이름 접미사를 수정합니다.

8. Create * 를 클릭합니다.

9. 생성한 볼륨이 * Volume * 창의 볼륨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볼륨은 UNIX 스타일 보안 및 소유자에 대한 UNIX 700 "read write execute" 권한으로 생성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napLock 볼륨을 생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Snap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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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볼륨 또는 SnapLock 엔터프라이즈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생성할 때 보존
시간을 설정하고 볼륨의 데이터에 대해 WORM 상태 설정을 자동으로 수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SnapLock 라이센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SnapLock 애그리게이트는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 암호화된 볼륨을 만들려면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볼륨 암호화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하며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key-manager setup""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Key-manager setup""을 활성화한 후 웹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전체 SnapLock 엔터프라이즈 볼륨 또는 SnapLock 엔터프라이즈 볼륨의 파일을 삭제할 수 있지만 SnapLock

엔터프라이즈 볼륨의 파일 내 데이터만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 데이터가 볼륨에 커밋된 경우 SnapLock Compliance 볼륨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Cloud Volumes ONTAP에서는 볼륨을 암호화할 수 없습니다.

• 소스 볼륨에서 암호화가 활성화되고 대상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의 ONTAP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 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타겟 볼륨에서 암호화가 비활성화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Create * > * Create FlexVol * 를 클릭합니다.

3. 볼륨을 생성할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SVM)을 찾아 선택합니다.

4. 볼륨의 기본 이름을 변경하려면 * 볼륨 생성 * 대화 상자에서 새 이름을 지정합니다.

볼륨을 생성한 후에는 SnapLock 준수 볼륨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볼륨의 컨테이너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합니다.

SnapLock 볼륨을 생성하려면 SnapLock 규정 준수 애그리게이트 또는 SnapLock 엔터프라이즈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볼륨은 Aggregate에서 SnapLock 유형을 상속하며, 볼륨이 생성된 후에는 SnapLock 유형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Aggregate를 선택해야 합니다.

6. 볼륨 암호화를 활성화하려면 * 볼륨 암호화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볼륨 암호화 라이센스를 활성화했으며 해당 플랫폼이 암호화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이 볼륨을 생성할 스토리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SnapMirror 대상 볼륨을 만드는 경우 * 데이터 보호 * 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볼륨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이
제공됩니다.

8. 스냅샷 복사본을 위해 예약할 볼륨 크기와 총 볼륨 크기의 비율을 지정합니다.

스냅샷 복사본에 대해 예약된 기본 공간은 SAN 볼륨 및 VMware 볼륨에 대해 0%입니다. NAS 볼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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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은 5%입니다.

9. * 선택 사항: * 씬 프로비저닝 * 을 선택하여 볼륨에 대한 씬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합니다.

씬 프로비저닝이 설정된 경우 데이터가 볼륨에 기록될 때에만 aggregate에서 볼륨에 공간이 할당됩니다.

10. * 선택 사항: * 볼륨에서 중복 제거를 활성화하려면 * 스토리지 효율성 * 탭에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System Manager에서는 기본 중복 제거 일정을 사용합니다. 지정된 볼륨 크기가 중복 제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면 볼륨이 생성되고 중복제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11. SnapLock * 탭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 선택 사항: * 자동 커밋 기간을 지정합니다.

파일이 WORM 상태로 커밋되기 전에 지정하는 기간 동안 볼륨에 있는 파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파일을
WORM 상태로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자동 커밋 설정으로 * 지정되지 않음 * 을 선택해야 합니다.

값은 5분에서 10년 사이여야 합니다.

a. 최소 보존 기간 및 최대 보존 기간을 지정합니다.

값은 1일 ~ 70년 또는 무한대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b. 기본 보존 기간을 선택합니다.

기본 보존 기간은 지정된 최소 보존 기간 및 최대 보존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12. * 선택 사항: * 서비스 품질 * 탭에서 * 스토리지 서비스 품질 관리 * 확인란을 선택하여 FlexVol 볼륨의 스토리지
QoS를 활성화하여 워크로드 성능을 관리합니다.

13. 스토리지 QoS 정책 그룹을 생성하거나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하여 FlexVol 볼륨의 I/O(Input/Output) 성능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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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스토리지 QoS 정책 그룹을 생성합니다 a. 새 정책 그룹 * 을 선택합니다.

b. 정책 그룹 이름을 지정합니다.

c.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System Manager 9.5에서는 성능 기반 All-

Flash 최적화 개인성에만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에서는 ONTAP Select 프리미엄 시스템의
최소 처리량 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 볼륨의 최소
처리량 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처리량 값을 지정하지 않거나 최소 처리량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없음""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d. 정책 그룹에 있는 개체의 워크로드가 지정된 처리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과 최대 처리량 제한은 단위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IOPS,

B/s, KB/s, MB/s 등의 최대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처리량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무제한""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지정하는
단위는 최대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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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합니다 a. 기존 정책 그룹 * 을 선택한 다음 * 선택 * 을
클릭하여 정책 그룹 선택 대화 상자에서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합니다.

b.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System Manager 9.5에서는 성능 기반 All-

Flash 최적화 개인성에만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에서는 ONTAP Select 프리미엄 시스템의
최소 처리량 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 볼륨의 최소
처리량 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처리량 값을 지정하지 않거나 최소 처리량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없음""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c. 정책 그룹에 있는 개체의 워크로드가 지정된 처리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과 최대 처리량 제한은 단위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IOPS,

B/s, KB/s, MB/s 등의 최대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처리량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무제한""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지정하는
단위는 최대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책 그룹이 둘 이상의 개체에 할당된 경우 지정한
최대 처리량은 객체 간에 공유됩니다.

14. 볼륨 보호를 위해 * 보호 * 탭에서 * 볼륨 보호 * 를 활성화합니다.

15. Protection * 탭에서 * Replication *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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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 경우 수행할 작업…

비동기식 a. * 선택 사항: * 복제 유형 및 관계 유형을 모르는 경우
* 도움말 선택 * 을 클릭하고 값을 지정한 다음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b. 관계 유형을 선택합니다.

관계 유형은 대칭 복사, 볼트, 대칭 복사 및 볼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타겟 볼륨으로 클러스터 및 SVM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d. 필요한 경우 볼륨 이름 접미사를 수정합니다.

동기식이다 a. * 선택 사항: * 복제 유형 및 관계 유형을 모르는 경우
* 도움말 선택 * 을 클릭하고 값을 지정한 다음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b. 동기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동기화 정책은 StrictSync 또는 Sync 일 수
있습니다.

c. 타겟 볼륨으로 클러스터 및 SVM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d. 필요한 경우 볼륨 이름 접미사를 수정합니다.

16. Create * 를 클릭합니다.

17. 생성한 볼륨이 * Volume * 창의 볼륨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과

이 볼륨은 UNIX 스타일 보안 및 소유자에 대한 UNIX 700 "read write execute" 권한으로 생성됩니다.

시스템 관리자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AML 인증을 설정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및 이전 버전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격 사용자는
System Manager에 로그인하기 전에 IDP(Secure Identity Provider)를 통해 인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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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 인증을 활성화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을 구성하면 원격 사용자가
IDP(Secure Identity Provider)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원격 인증에 사용하려는 IDP를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한 IDP에서 제공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IDP의 URI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에서 검증된 IdP는 Shibboleth 및 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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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 인증이 활성화된 후에는 원격 사용자만 System Manager GUI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AML

인증이 활성화된 후에는 로컬 사용자가 System Manager GUI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인증 * 을 클릭합니다.

2. SAML 인증 활성화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SAML 인증을 사용하도록 System Manager 구성:

a. IDP의 URI를 입력합니다.

b. 호스트 시스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c. * 선택 사항: * 필요한 경우 호스트 시스템 인증서를 변경합니다.

4. 호스트 URI 및 호스트 메타데이터 정보를 검색하려면 * 호스트 메타데이터 검색 * 을 클릭합니다.

5. 호스트 URI 또는 호스트 메타데이터 세부 정보를 복사하고 IDP에 액세스한 다음 IDP 창에서 호스트 URI 또는
호스트 메타데이터 세부 정보와 신뢰 규칙을 지정합니다.

구성한 IDP에서 제공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6. 저장 * 을 클릭합니다.

IDP 로그인 창이 표시됩니다.

7. IDP 로그인 창을 사용하여 System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IDP를 구성한 후 사용자가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IPv6 또는 클러스터 관리 LIF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려고
하면 IDP 구성 중에 지정된 호스트 시스템의 IP 주소로 IP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SAML 인증을 비활성화합니다

System Manager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비활성화하거나 SAML 구성을 편집하려면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AML 인증을 비활성화해도 SAML 구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인증 * 을 클릭합니다.

2. SAML 인증 활성화 *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3. 저장 * 을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가 다시 시작됩니다.

4. 클러스터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System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 관련 정보 *

ONTAP System Manager의 브라우저 기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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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ONTAP 9.7 이하 버전을 사용하여 피어링을 설정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피어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어링을 설정하려면 각 노드에 대한 인터클러스터 논리 인터페이스(LIF)를
생성하고 클러스터 피어링을 생성하고 SVM 피어링을 생성해야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 피어링, 클러스터 피어링을 위한 사전 요구 사항]] 클러스터 피어링을 위한 사전 요구 사항

클러스터 피어링을 설정하기 전에 연결, 포트, IP 주소, 서브넷, 방화벽, 클러스터 명명 요구사항이 충족됩니다.

연결 요구 사항

로컬 클러스터의 모든 인터클러스터 LIF는 원격 클러스터의 모든 인터클러스터 LIF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서브넷에 있는 인터클러스터 LIF에 사용되는 IP 주소를 구성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IP 주소는 데이터 LIF와 동일한 서브넷 또는 다른 서브넷에 상주할 수 있습니다. 각 클러스터에 사용되는
서브넷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브넷은 인터클러스터 통신에 사용되는 포트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속해야 합니다.

인터클러스터 LIF는 IPv4 주소 또는 IPv6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ONTAP 9를 사용하면 두 프로토콜을 모두 인터클러스터 LIF에 동시에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피어링 네트워크를 IPv4에서 IPv6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전 릴리즈에서는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모든 인터클러스터 관계가 IPv4 또는 IPv6였습니다. 이는 프로토콜 변경이
잠재적으로 운영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포트 요구 사항

인터클러스터 통신에 전용 포트를 사용하거나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포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트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정된 원격 클러스터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포트는 동일한 IPspace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다른 IPspa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space 내에서만 쌍방향 전체 메시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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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합니다.

• 인터클러스터 통신에 사용되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는 한 포트에서 다른 포트로 인터클러스터 통신이 페일오버할
수 있도록 노드당 두 개 이상의 포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추가된 포트는 물리적 네트워크 포트, VLAN 또는 인터페이스 그룹(ifgrp)일 수 있습니다.

• 모든 포트는 케이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모든 포트가 정상 상태여야 합니다.

• 포트의 MTU 설정이 일치해야 합니다.

방화벽 요구 사항

방화벽과 인터클러스터 방화벽 정책은 다음 프로토콜을 허용해야 합니다.

• ICMP 서비스

• TCP - 포트 10000, 11104 및 11105를 통해 모든 인터클러스터 LIF의 IP 주소에 연결

• 인터클러스터 LIF 간 양방향 HTTPS

기본 '인터클러스터' 방화벽 정책은 HTTPS 프로토콜을 통해 모든 IP 주소(0.0.0.0/0)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책을 수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터클러스터 LIF를 생성합니다

인터클러스터 논리 인터페이스(LIF)를 생성하면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노드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피어 관계를 만들 각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 피어링에 사용될 인터클러스터 LIF를 생성해야 합니다.

단계

1. 구성 * > * 고급 클러스터 설정 * 을 클릭합니다.

2. Setup Advanced Cluster Features * 창에서 * Cluster 피어링 * 옵션 옆의 * Proceed * 를 클릭합니다.

3. IPspace * 목록에서 IPspace를 선택합니다.

4. 각 노드의 IP 주소, 포트, 네트워크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제출 및 계속 * 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

클러스터 피어링을 계속하려면 클러스터 피어링 창에 클러스터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피어 관계 생성

인증된 클러스터 피어 관계를 생성하여 클러스터를 연결하면 피어 관계의 클러스터가 서로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피어링을 위한 사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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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클러스터 논리 인터페이스(LIF)를 만들어야 합니다.

• 각 클러스터가 실행 중인 ONTAP 버전은 어떤 버전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Data ONTAP 8.2.2 이하를 실행하는 클러스터와 피어 관계를 생성하려면 CLI를 사용해야 합니다.

• ONTAP 9.5를 실행하는 클러스터와 ONTAP 9.6을 실행하는 클러스터 간에 피어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NTAP 9.5에서는 암호화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피어 관계를 암호화할 수 없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 운영 클러스터와 외부 클러스터 간에 피어 관계를 생성할 때 정상적인 사이트 클러스터와
외부 클러스터 간에 피어 관계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 지정 암호를 생성하거나 시스템에서 생성한 암호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피어 관계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클러스터의 암호는 일치해야 합니다.

단계

1. 구성 * > * 고급 클러스터 설정 * 을 클릭합니다.

2. Target Cluster Intercluster LIF IP 주소 * 필드에 원격 클러스터의 인터클러스터 LIF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3. * 선택 사항: * ONTAP 9.5를 실행하는 클러스터와 ONTAP 9.6을 실행하는 클러스터 간에 피어 관계를 생성하려는
경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피어 관계는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피어 관계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4. Passphrase * 필드에서 클러스터 피어 관계에 대한 암호를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암호를 생성할 경우 피어링된 클러스터의 암호를 기준으로 암호를 검증하여 인증된 클러스터 피어
관계를 보장합니다.

로컬 클러스터와 원격 클러스터의 이름이 동일하고 사용자 지정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원격 클러스터에 대한 별칭이
생성됩니다.

5. * 선택 사항: * 원격 클러스터에서 암호를 생성하려면 원격 클러스터의 관리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6. 클러스터 피어링을 시작합니다.

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이니시에이터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피어링을
시작합니다

클러스터 피어링 시작 * 을 클릭합니다.

원격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피어링을 시작합니다
(사용자 지정 암호를 생성한 경우 해당).

a. 원격 클러스터의 관리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b. 원격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려면 * 관리 URL *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c. 클러스터 피어링 생성 * 을 클릭합니다.

d. 이니시에이터 클러스터의 인터클러스터 LIF IP 주소
및 암호를 지정합니다.

e. 피어링 시작 * 을 클릭합니다.

f. 이니시에이터 클러스터에 액세스한 다음 * 피어링
검증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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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피어링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려면 SVM 피어링 창에서 SVM 세부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SVM 피어 생성

SVM 피어링을 통해 두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간에 피어 관계를 설정하여 데이터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피어로 사용하려는 SVM이 상주하는 클러스터 간에 피어 관계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VM 피어를 생성할 때 * 구성 * > * SVM 피어 * 창을 사용하여 타겟 클러스터로 선택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나열됩니다.

• ONTAP 9.2 이하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타겟 SVM이 클러스터에 상주하는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VM 피어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SVM 피어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이니시에이터 SVM을 선택합니다.

2. 허용된 SVM 목록에서 타겟 SVM을 선택합니다.

3. SVM * 입력 필드에서 타겟 SVM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Configuration * > * SVM 피어 * 창에서 탐색한 경우 피어링된 클러스터 목록에서 타겟 SVM을
선택해야 합니다.

4. SVM 피어링을 시작합니다.

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이니시에이터 클러스터에서 SVM 피어링을 시작합니다 SVM 피어링 시작 을 클릭합니다.

원격 클러스터에서 SVM 피어링을 수락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SVM에 적용됩니다

a. 원격 클러스터의 관리 주소를 지정합니다.

b. 원격 클러스터의 SVM 피어 창에 액세스하려면 *

관리 URL *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c. 원격 클러스터에서 * Pending SVM Peer * 요청을
수락합니다.

d. 이니시에이터 클러스터에 액세스한 다음 * 피어링
검증 * 을 클릭합니다.

5. 계속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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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요약 창에서 인터클러스터 LIF, 클러스터 피어 관계 및 SVM 피어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피어 관계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암호화 상태가 ""활성화됨""으로 설정됩니다.

암호 구문

패스프레이즈를 사용하여 피어링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피어링을 위해 사용자 지정 암호문이나 시스템
생성 암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격 클러스터에서 암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암호문의 최소 길이는 8자입니다.

• IPspace를 기반으로 암호문이 생성됩니다.

• 클러스터 피어링을 위해 시스템 생성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니시에이터 클러스터에 암호를 입력하면 피어링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 클러스터 피어링에 사용자 지정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원격 클러스터로 이동하여 피어링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관리

System Manager용 대시보드 창 - ONTAP 9.7 이전 버전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대시보드 창에는 여러
패널이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 및 성능에 대한 누적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창을 사용하여 중요한 경고 및 알림, 애그리게이트 및 볼륨의 효율성 및 용량, 클러스터에서 사용 가능한 노드,

고가용성(HA) 쌍의 노드 상태, 가장 활성화된 애플리케이션 및 개체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또는
노드의 성능 메트릭과

• * 경고 및 알림 *

긴급 EMS 이벤트, 오프라인 노드 세부 정보, 손상된 디스크 세부 정보, 위험이 높은 라이센스 권한, 오프라인
네트워크 포트 세부 정보 등 모든 경고를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클러스터 수준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상태
모니터링 알림, 중간 위험이 있는 라이센스 권한, 할당되지 않은 디스크 세부 정보, 마이그레이션된 LIF 수, 실패한
볼륨 이동 작업 등 모든 알림을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볼륨 이동 작업에 대한 관리자의 개입이 지난 24시간
동안 필요했으며

Alerts and Notifications(경고 및 알림) 패널에는 View-all(모두 보기) 링크가 표시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최대 3개의
경고와 알림이 표시됩니다. 모두 보기 링크를 클릭하여 알림 및 알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경고 및 알림 패널의 새로 고침 간격은 1분입니다.

• * 클러스터 개요 *

거의 용량에 도달한 Aggregate 및 볼륨, 클러스터 또는 노드의 스토리지 효율성, 상위 볼륨의 보호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용량 탭에는 용량이 거의 표시된 상위 온라인 애그리게이트가 사용된 공간의 내림차순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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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용량) 탭은 사용된 용량 초과 필드에 유효한 값을 입력할 때 사용된 용량이 가장 큰 볼륨 수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또한 클러스터에서 사용 가능한 비활성(콜드) 데이터의 양도 표시됩니다.

효율성 탭에는 클러스터 또는 노드의 스토리지 효율성 절약 효과가 표시됩니다. 사용된 총 논리적 공간, 사용된 총
물리적 공간 및 전체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또는 특정 노드를 선택하여 스토리지 효율성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5에서 스냅샷 복사본에 사용되는 공간은 사용된 총 논리적 공간, 사용된 총
물리적 공간 및 전체 축소에 대한 값에 _not_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ystem Manager 9.6부터 Snapshot

복사본에 사용되는 공간은 사용되는 총 논리적 공간, 사용된 총 물리적 공간 및 전체 절감 효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개요 패널의 새로 고침 간격은 15분입니다.

보호 탭에는 정의된 보호 관계가 없는 클러스터 전체 볼륨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FlexVol

볼륨 및 FlexGroup 볼륨만 표시됩니다.

◦ 볼륨은 RW 볼륨이며 온라인 상태입니다.

◦ 볼륨이 포함된 애그리게이트는 온라인 상태입니다.

◦ 볼륨에 보호 관계가 있으며 아직 초기화되지 않았습니다. Volumes 창으로 이동하여 정의된 보호 관계가 없는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 탭에는 정의된 보호 관계가 없는 볼륨의 수가 가장 많은 5개의 SVM이 표시됩니다.

• * 노드 *

클러스터에서 사용 가능한 노드의 수와 이름, HA Pair에 있는 노드의 상태를 그림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HA Pair의
노드 상태를 보려면 커서를 노드의 그림 표시 위에 배치해야 합니다.

노드 링크를 사용하여 모든 노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표시를 클릭하여 노드 모델과 노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그리게이트, 스토리지 풀, 쉘프 및 디스크 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노드 관리 링크를 사용하여
노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HA 쌍 내에서 HA 관리 링크를 사용하여 노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드 패널의 새로 고침 간격은 15분입니다.

• * 응용 프로그램 및 개체 *

Applications and Objects(응용 프로그램 및 개체) 패널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응용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및
파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탭에는 클러스터의 상위 5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IOPS 및 지연 시간(낮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높은 애플리케이션까지 또는 높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낮은 애플리케이션까지) 또는 용량(낮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높은 애플리케이션까지 또는 높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낮은 애플리케이션까지)을 기준으로 상위
5개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특정 막대 차트를 클릭해야 합니다. 용량에 대한 총 공간, 사용된 공간
및 사용 가능한 공간이 표시되고, IOPS 세부 정보가 IOPS에 표시되며, 지연 시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세부 정보 보기 * 를 클릭하여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응용 프로그램 창을 열 수 있습니다.

Objects 탭에는 클러스터의 상위 5개 활성 클라이언트 및 파일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IOPS 또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상위 5개의 활성 클라이언트 및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CIFS 및 NFS 프로토콜에 대해서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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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및 개체 패널의 새로 고침 간격은 1분입니다.

• * 성능 *

지연 시간, IOPS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클러스터의 평균 성능 메트릭, 읽기 성능 메트릭 및 쓰기 성능 메트릭을
표시합니다. 평균 성능 메트릭은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읽기 또는 쓰기 를 클릭하여 각각 읽기 성능 메트릭 또는
쓰기 성능 메트릭을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또는 노드의 성능 메트릭을 볼 수 있습니다.

ONTAP에서 클러스터 성능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그래프를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System

Manager에 특정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성능 패널의 차트에 대한 새로 고침 간격은 15초입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모니터링

System Manager의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클러스터의 상태와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에서
하드웨어 문제와 스토리지 구성 문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상태 및 성능 대시보드 패널을 보려면 * 대시보드 * 탭을 클릭하십시오.

MetroCluster 전환 및 스위치백

MetroCluster 전환 및 스위치백에 대해 설명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9.6부터 소스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연결할 수 없고 전원을 끈
재해가 발생한 후 MetroCluster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
복구 테스트 또는 유지 관리를 위해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는 사이트와 같은 경우 협상된(계획된)

전환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MetroCluster 전환 및 스위치백에 대해 설명합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는 MetroCluster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 작업을 사용하여 한 클러스터 사이트에서 다른
클러스터 사이트의 작업을 테이크오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재해에 대한 유지 관리 또는 복구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오버 작업을 사용하면 한 클러스터(사이트 A)가 일반적으로 다른 클러스터(사이트 B)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오버 이후 유지 관리 및 수리를 위해 사이트 B로 전환된 클러스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가 완료되면 사이트 B가 시작되고 복구 작업이 완료된 다음, 복구된 클러스터(사이트 B)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스위치백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는 원격 클러스터 사이트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전환 작업을 지원합니다.

• 협상된(계획된) 전환: 클러스터에서 계획된 유지 관리를 수행하거나 재해 복구 절차를 테스트해야 할 때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 계획되지 않은 전환: 클러스터(사이트 B)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클러스터(사이트 A)에서 복구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동안 재해가 영향을 받는 클러스터 작업을 대신 처리하려는 경우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System Manager에서 두 전환 작업에 동일한 단계를 수행합니다. 전환을 시작할 때 System Manager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워크로드를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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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luster 전환 및 스위치백 워크플로우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 워크플로의 전체 프로세스에는 다음 3단계가 포함됩니다.

1. * 전환 *: 전환 프로세스를 통해 소스 클러스터 사이트(사이트 B)에서 다른 클러스터 사이트(사이트 A)로 스토리지
및 클라이언트 액세스 제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운영 작업은 테스트 및 유지보수 중에 무중단 운영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프로세스를 통해 사이트 장애로부터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 테스트 또는 계획된
사이트 유지 관리의 경우 MetroCluster 전환을 수행하여 DR(재해 복구) 사이트(사이트 A)에 제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전환을 수행하기 전에 남아 있는 사이트 노드 중 하나 이상이 가동 및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DR 사이트의 특정 노드에서 스위치오버 작업이 실패한 경우 이러한 모든 노드에서 작업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 사이트 B 운영 *: 전환이 완료된 후 시스템 관리자가 MetroCluster IP 구성에 대한 복구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복구는 계획된 이벤트로, 각 단계를 완벽하게 제어하여 다운타임을 최소화합니다. 복구 프로세스는 스위치백
프로세스를 위해 복구된 사이트에서 노드를 준비하기 위해 스토리지 및 컨트롤러 구성요소에 발생하는 2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러링된 Plex를 재동기화하여 애그리게이트를 상속한 다음, 재해 사이트로
다시 전환하여 루트 애그리게이트를 상속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이트에서 스위치백 프로세스를 준비합니다.

3. * 스위치백 *: 사이트 B에서 유지 관리 및 수리를 수행한 후 스위치백 작업을 시작하여 사이트 A에서 사이트 B로
스토리지 및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스위치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다음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사이트 A의 노드에서 홈 노드 및 스토리지 셸프의 전원을 켜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스위치백 작업을 시작하려면 System Manager에서 복구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 사이트 A의 모든 애그리게이트는 미러링된 상태여야 하며 성능 저하 또는 재동기화 중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 스위치백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이전의 모든 구성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변경 사항이
협상된 전환 또는 스위치백 작업과 경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MetroCluster 전환 및 스위치백 워크플로우 순서도

다음 순서도는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 작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단계와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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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 작업을 준비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 9.6을 사용하여 스위치오버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에서 필요한 단계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1. 사이트 B의 재해를 복구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a. 손상된 디스크 또는 하드웨어를 복구하거나 교체합니다.

b. 전원을 복원합니다.

c. 발생한 오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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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 사이트를 표시합니다.

2. 클러스터에 다음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획된 전환을 수행하는 경우 두 사이트가 모두 활성 상태입니다.

◦ MetroCluster 시스템은 구성 유형 ""IP_Fabric""을 사용합니다.

◦ 두 사이트 모두 2노드 구성으로 작동합니다(각 클러스터에 2개 노드). 단일 노드 또는 4노드 구성이 있는
사이트는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 작업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3. 로컬 사이트(사이트 A)에서 원격 사이트(사이트 B)를 시작하는 경우 사이트 B에서 System Manager 9.6 이상
버전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 ONTAP 9.7 이전 버전을 사용하여 MetroCluster 로컬 사이트(사이트 A)의 이름을 바꿉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클러스터의 MetroCluster 로컬
사이트(사이트 A)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구성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Update cluster name * 을 클릭합니다.

3.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업데이트한 다음 * 제출 * 을 클릭합니다.

MetroCluster 사이트 A 상태가 표시되면 업데이트된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4. 원격 사이트(사이트 B)에서 MetroCluster 사이트 A를 볼 때 업데이트된 이름을 표시하려면 원격 사이트(사이트
B)의 CLI에서 'cluster peer modify -local -name’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협상된 전환 수행

System Manager 9.6부터 MetroCluster 사이트의 협상된(계획된) 전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사이트에서 재해 복구 테스트 또는 계획된 유지 관리를 수행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단계

1. System Manager에서 클러스터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컬 MetroCluster 사이트(사이트 A)에
로그온합니다.

2. 구성 * > * MetroCluster * 을 클릭합니다

MetroCluster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운영 창이 표시됩니다.

3. 다음 * 을 클릭합니다.

MetroCluster 전환 및 스위치백 작업 창에는 작업 상태가 표시되고 시스템 관리자는 협상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검증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다음 하위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유효성 검사에 성공하면 단계를 진행합니다 5.

◦ 검증이 실패했지만 사이트 B가 작동 중인 경우 하위 시스템이나 NVRAM 미러링의 문제가 동기화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프로세스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오류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 닫기 * 를 클릭한 다음 단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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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B 노드를 중지하고 * 닫기 * 를 클릭한 다음 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전환 수행.

◦ 유효성 검사에 실패하고 사이트 B가 다운되면 연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트 B가 실제로
중지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전환 수행.

5. 사이트 B에서 사이트 A * 로 전환 을 클릭하여 전환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스위치오버 작업이 사이트 B의 모든 데이터 SVM을 중지하고 사이트 A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계속하려면 * 예 * 를 클릭합니다.

전환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사이트 A와 사이트 B의 상태는 해당 구성의 그래픽 표현 위에 표시됩니다. 전환
작업이 실패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닫기 * 를 클릭합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단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1

7. System Manager에서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복구가 완료되면 사이트 B가 작동하고 시스템이 스위치백 프로세스를 준비합니다.

스위치백 프로세스 준비가 완료되면 창 하단에 * 사이트 A에서 사이트 B * 로 스위치백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8. 스위치백 작업을 계속하려면 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스위치백을 수행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전환 수행

System Manager 9.6부터 MetroCluster 사이트의 계획되지 않은 전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중단 이벤트 또는 재해 이벤트 후에 유용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MetroCluster가 정상 작동 상태에서 실행되고 있지만 로컬 클러스터(사이트 A)의 노드가 작동 중이지만 원격 클러스터
(사이트 B)의 노드가 다운되었습니다.

단계

1. 사이트 B가 실제로 다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 오류가 발생하면 사이트 B가 다운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이트 B가 설치된 상태에서 전환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2. System Manager에서 클러스터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컬 MetroCluster 사이트(사이트 A)에
로그온합니다.

3. 구성 * > * MetroCluster * 을 클릭합니다

MetroCluster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운영 창이 표시됩니다.

4. 다음 * 을 클릭합니다.

MetroCluster 전환/스위치백 작업 창에는 작업 상태가 표시되고 시스템 관리자는 협상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검증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 사이트 B에서 사이트 A * 로 전환 을 클릭하여 전환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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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오버 작업이 사이트 B에서 사이트 A로 제어를 전환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이트 B의 상태는
"Unreachable(연결할 수 없음)"이어야 하며 모든 사이트 B 노드는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단계에서 설명한 대로 1사이트 B는 단순히 연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운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환 작업으로 인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6. 계속 진행하려면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 예 * 를 클릭합니다.

전환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사이트 A와 사이트 B의 상태는 해당 구성의 그래픽 표현 위에 표시됩니다. 전환
작업이 실패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닫기 * 를 클릭합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단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1"

7. 사이트 B에 필요한 모든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8. 사이트 B가 작동 중인지 확인합니다.

복구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System Manager에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면 사이트 B가 작동 중이고
시스템이 스위치백 프로세스를 준비합니다. 창 하단에 * 사이트 A에서 사이트 B * 로 전환 버튼이 나타납니다.

9. 로 진행합니다 스위치백을 수행합니다 을 눌러 스위치백 작업을 시작합니다.

스위치백을 수행합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는 시스템이 성공적인 스위치오버 작업을 완료한 후 원래
MetroCluster 사이트(사이트 B)로 제어를 복원하는 스위치백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위치백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에서 MetroCluster 사이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상된(계획된) 전환 수행 또는 계획되지 않은 전환 수행.

• 복구 작업 중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표시된 지침에 따라 수정해야 합니다.

• 원격 사이트의 상태가 ""스위치백 준비 완료""로 표시되면 애그리게이트는 여전히 재동기화됩니다. 원격 사이트의
상태가 스위치백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스위치오버 작업이 성공하면 MetroCluster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 작업 창이 표시됩니다. 창에는 두 사이트의 상태가
표시되고 작업이 성공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단계

1. 사이트 A에서 사이트 B * 로 전환 을 클릭하여 스위치백 작업을 시작합니다.

스위치백 작업이 MetroCluster 컨트롤을 사이트 B로 되돌림하고 있으며 프로세스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계속하려면 * 예 * 를 클릭합니다.

3. 스위치백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다음 하위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스위치백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 완료 * 를 클릭하여 MetroCluster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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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백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System Manager에서는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계속 표시합니다. 스위치백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때까지 다른
작업을 시작하거나 이후의 스위치오버 또는 스위치백 작업을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 스위치백 작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오류 메시지가 상태 영역의 맨 위에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수정하고 *

사이트 A에서 사이트 B * 로 전환 을 클릭하여 프로세스를 다시 시도하십시오.

MetroCluster 전환 및 스위치백 작업 창

System Manager 9.6부터 MetroCluster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 운영 윈도우를 사용하여 한
사이트 또는 클러스터(사이트 B)에서 다른 사이트 또는 클러스터(사이트 A)로 협상된(협상된)

스위치오버 또는 계획되지 않은 전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B에서 유지 관리 또는 수리를
수행한 후 사이트 A에서 사이트 B로 스위치백을 시작하고 이 창에서 작업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사이트 B에서 사이트 A * 로 전환

사이트 B를 사이트 A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 * 사이트 A를 사이트 B로 전환 *

사이트 A를 사이트 B로 다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기타 조치

• * 사이트 B 클러스터로 이동합니다 *

사이트 B의 클러스터 관리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 계획되지 않은 전환 확인란 *

계획되지 않은 전환을 시작하려면 * 계획되지 않은 전환 계속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상태 영역

시스템 전환 또는 전환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System Manager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태가 표시됩니다.

• * 진행선 그래픽 *

작업의 단계를 표시하고 완료된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단계는 전환, 사이트 B 운영 및 스위치백입니다.

• * 세부 정보 표시 *

MetroCluster 작업 진행으로 타임 스탬프가 설정된 시스템 이벤트 목록을 표시합니다.

• * 로컬: 사이트 A *

작업 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사이트 A의 클러스터 구성 그래픽을 사이트 상태와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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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 사이트 B *

작업 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사이트 B에서 클러스터의 상태를 포함한 사이트 B의 클러스터 구성 그래픽을
표시합니다.

사이트 B에 로그인하고 MetroCluster 전환 및 스위치백 작동 창을 볼 경우 사이트 A의 상태가 "비활성"으로 표시되고
사이트 B의 상태가 "WITCHOVER 모드"로 표시됩니다.

System Manager로 애플리케이션 구성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서 사전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사용하여 기존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새 구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ONTAP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면 * 응용 프로그램 및 계층 * > * 응용 프로그램 * 을 클릭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보는 동안 다른 사용자가 CLI 또는 REST API를 사용하여 새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경우 목록을 스크롤할 때 해당 새 응용 프로그램을 볼 수 없습니다.

System Manager에서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응용 프로그램 *

• NAS 컨테이너(볼륨을 NFS 또는 CIFS 클라이언트로 내보내기)

• 일반 SAN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서버로 내보낸 LUN 세트)

• 데이터베이스 *

• MongoDB(SAN 기반)

• Oracle(NFS 또는 SAN 기반)

• Oracle(NFS 또는 SAN 기반 Real Application Cluster)

• Microsoft SQL Server(SAN 또는 SMB 사용)

• 가상 인프라 *

• 가상 서버(VMware, Hyper-V 또는 XEN 사용)

• 관련 정보 *

https://["ONTAP 개념"]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기본 템플릿을 프로비저닝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SAP HANA용
기본 템플릿을 빠르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클러스터 관리자는 기본 템플릿을 구성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 SAP HANA 서버
* 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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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응용 프로그램 및 계층 * > * 응용 프로그램 * 을 클릭합니다

2. 기본 * 탭에서 * SAP HANA 서버 *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 세부 정보** 섹션에서 다음을 지정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이름

◦ 데이터베이스 크기

◦ 로그 크기

◦ tempdb 크기입니다

◦ 서버 코어 수

◦ SPAN HA 컨트롤러 노트

4. 스토리지 용량 할당 * 을 클릭합니다

결과

SAP HANA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프로비저닝됩니다.

• 관련 정보 *

"필드 설명은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System Manager-ONTAP 9.7 및 그 이전 버전에 대한 스토리지 서비스 정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 버전에서 사용 가능)에는 해당하는 최소
성능 요소에 매핑된 사전 정의된 스토리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또는 SVM에서 사용 가능한 실제 스토리지 서비스 세트는 SVM에서 애그리게이트를 구성하는 스토리지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표에는 최소 성능 요소가 사전 정의된 스토리지 서비스에 매핑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지 서비스 예상 IOPS(SLA) 최대 IOPS(SLO) 최소 볼륨 IOPS 예상 지연 시간 예상 IOPS가
적용됩니까?

값 TB당 128개 TB당 512개 75를 17ms AFF: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

성능 TB당 2048개 TB당 4096 500입니다 2ms 예

익스트림 TB당 6144 12288/TB 1000입니다 1ms 예

다음 표에는 각 미디어 또는 노드 유형에 대해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 서비스 수준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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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또는 노드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 서비스 수준입니다

디스크 값

가상 머신 디스크 값

FlexArray LUN을 나타냅니다 값

하이브리드 값

최적의 용량을 제공하는 플래시 값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 비 AFF 값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플래시-SSD(AFF) 최고의 성능, 가치

SAN을 통한 Microsoft SQL Server를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에 추가합니다

고급 탭을 사용하여 SAN을 통한 Microsoft SQL Server의 인스턴스를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및 이전 버전에서 사용 가능)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다음 절차에서는 SAN을 통해 System Manager에 * Microsoft SQL Server *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SVM)에서 구성되어야 하는 CIFS에 대한 라이센스가 클러스터에 부여된 경우에만
SMB를 엑스포트 프로토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응용 프로그램 및 계층 * > * 응용 프로그램 * 을 클릭합니다

2. Enhanced * (고급 *) 탭에서 * Add * (추가 *)를 클릭합니다

3. 메뉴에서 * Microsoft SQL Server 인스턴스 * 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는 사용 가능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템플릿 유형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 인스턴스 추가 창이 표시됩니다.

4. 다음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이름

◦ 데이터베이스 크기 및 필요한 ONTAP 서비스 수준입니다

◦ 서버 코어 수

◦ 로그 크기 및 필요한 ONTAP 서비스 수준입니다

◦ Tempdb에 대한 프로비저닝

Tempdb에 대해 서버를 프로비저닝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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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내기 프로토콜(SMB 또는 SAN)

SAN을 지정합니다

◦ 호스트 운영 체제입니다

◦ LUN 형식입니다

◦ 호스트 매핑

5. 응용 프로그램 추가 * 를 클릭합니다

결과

SAN을 통한 Microsoft SQL Server 인스턴스가 System Manager에 추가됩니다.

System Manager의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설정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 버전에서 사용 가능)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기본 템플릿 또는 향상된 템플릿을 설정할 때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프로비저닝한 후에는 세부 정보를 편집하고 크기 조정(크기
증가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각 템플릿의 필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을 프로비저닝하거나 편집하는 데 필요한 필드만 표시됩니다.

SAN 기반 Microsoft SQL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 정보

SAN을 통해 Microsoft SQL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프로비저닝하거나 설정을 편집하려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 데이터베이스 이름 *

필수: 구성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이 문자열은 각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할 때 접두사로
사용됩니다.

• * 데이터베이스 크기 *

필수: 데이터베이스 크기(MB, GB, TB 또는 PB 단위).

• * 데이터베이스용 ONTAP 서비스 레벨 *

필수: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 * 로그 크기 *

필수: 데이터베이스 로그의 크기(MB, GB, TB 또는 PB 단위)입니다.

• * 로그*용 ONTAP 서비스 수준

필수: 로그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 * Tempdb *

필수: MB, GB, TB 또는 PB 단위의 tempdb 데이터베이스 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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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토콜 내보내기 *

필수: 내보내기 프로토콜은 SAN입니다

• * SQL Server의 서버 코어 수 *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CPU 코어 수를 2씩 증가시킵니다.

• * SPAN HA 컨트롤러 노드 *

노드의 고가용성 쌍에서 스토리지 객체를 생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SAP HANA 데이터베이스 프로비저닝에 대한 세부 정보

• * 액티브 SAP HANA 노드 *

활성 SAP HANA 노드 수 최대 노드 수는 16개입니다.

• * HANA 노드당 메모리 크기 *

단일 SAP HANA 노드의 메모리 크기입니다.

• * HANA 노드당 데이터 디스크 크기 *

각 노드의 데이터 디스크 크기입니다.

0으로 설정하면 위의 메모리 크기 필드가 데이터 영역의 크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SMB를 통한 Microsoft SQL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 정보

SMB를 통해 Microsoft SQL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프로비저닝하거나 설정을 편집하려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 데이터베이스 이름 *

필수: 구성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이 문자열은 각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할 때 접두사로
사용됩니다.

• * 데이터베이스 크기 *

필수: 데이터베이스 크기(MB, GB, TB 또는 PB 단위).

•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수준 *

필수: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 * SQL Server의 서버 코어 수 *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CPU 코어 수를 2씩 증가시킵니다.

• * 로그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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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데이터베이스 로그의 크기(MB, GB, TB 또는 PB 단위)입니다.

• * 로그 서비스 수준 *

필수: 로그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 * Tempdb * 에 대한 프로비저닝

필수: tempdb가 프로비저닝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 프로토콜 내보내기 *

필수: 내보내기 프로토콜은 SMB 또는 SAN입니다.

SVM용으로 구성된 CIFS에 대해 클러스터에 라이센스가 부여된 경우에만 SM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 부여 *

필수: 애플리케이션의 액세스 레벨.

• * 권한 *

필수: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 권한 수준입니다.

SQL Server 계정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SQL Server 계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제공하려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설치 계정에 'seSecurityPrivilege’가 부여됩니다.

• * SQL Server 서비스 계정 *

필수: 기존 도메인 계정입니다. domain\user로 지정하십시오.

• * SQL Server 에이전트 서비스 계정 *

선택 사항: 이 도메인 계정입니다. SQL Server 에이전트 서비스가 구성된 경우 domain\user 형식으로
지정하십시오.

Oracle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 정보

Oracle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하거나 설정을 편집하려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 데이터베이스 이름 *

필수: 구성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이 문자열은 각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할 때 접두사로
사용됩니다.

• * 데이터 파일 크기 *

필수: 데이터 파일의 크기(MB, GB, TB 또는 PB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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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파일의 ONTAP 서비스 수준 *

필수: 데이터 파일의 서비스 레벨입니다.

• * Redo 로그 그룹 크기 *

필수: redo 로그 그룹의 크기(MB, GB, TB 또는 PB 단위)입니다.

• * Redo 로그 그룹*에 대한 ONTAP 서비스 수준

필수: redo 로그 그룹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 * 보관 로그 크기 *

필수: 아카이브 로그의 크기(MB, GB, TB 또는 PB 단위)입니다.

• * 아카이브 로그의 ONTAP 서비스 수준 *

필수: 아카이브 그룹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 * 프로토콜 내보내기 *

내보내기 프로토콜: SAN 또는 NFS

• * 이니시에이터 *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포함된 이니시에이터(WWPN 또는 IQN)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 * 호스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호스트 이름입니다.

MongoDB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다음 정보를 입력하여 MongoDB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하거나 설정을 편집합니다.

• * 데이터베이스 이름 *

필수: 구성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이 문자열은 각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할 때 접두사로
사용됩니다.

• * 데이터 세트 크기 *

필수: 데이터 파일의 크기(MB, GB, TB 또는 PB 단위)입니다.

• * 데이터 세트에 대한 ONTAP 서비스 수준 *

필수: 데이터 파일의 서비스 레벨입니다.

• * 복제 계수 *

필수: 복제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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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 호스트 매핑 *

필수: 운영 호스트의 이름입니다.

• * 복제본 호스트 1에 대한 매핑 *

필수: 첫 번째 호스트 복제본의 이름입니다.

• * 복제 호스트 2에 대한 매핑 *

필수: 두 번째 호스트 복제본의 이름입니다.

가상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를 프로비저닝하거나 설정을 편집하려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 평균 데스크톱 크기(SAN 가상 데스크톱에 사용됨) *

이 크기는 각 볼륨의 씬 프로비저닝 크기를 MB, GB, TB 또는 PB 단위로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 데스크탑 크기 *

MB, GB, TB 또는 PB 단위로 프로비저닝해야 하는 볼륨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 데스크탑용 ONTAP 서비스 수준 *

필수: 데이터 파일의 서비스 레벨입니다.

• * 데스크탑 수 *

이 번호는 생성된 볼륨의 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가상 시스템을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 * 하이퍼바이저 선택 *

이러한 볼륨에 사용되는 하이퍼바이저이며 하이퍼바이저는 올바른 데이터 저장소 프로토콜을 결정합니다. 옵션은
VMware, Hyper-V 또는 XenServer/KVM입니다.

• * 데스크탑 지속성 *

데스크톱이 영구적 또는 비영구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데스크톱 지속성을 선택하면 스냅샷 일정 및 사후 처리
중복제거 정책과 같은 볼륨의 기본값이 설정됩니다. 모든 볼륨에 대해 인라인 효율성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프로비저닝 후 수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데이터 저장소 접두사 *

입력한 값은 데이터 저장소의 이름과 해당하는 경우 내보내기 정책 이름 또는 공유 이름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 프로토콜 내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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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 프로토콜: SAN 또는 NFS

• * 이니시에이터 *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포함된 이니시에이터(WWPN 또는 IQN)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 * 호스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호스트 이름입니다.

이니시에이터 세부 정보

이니시에이터를 설정하려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 이니시에이터 그룹 *

기존 그룹을 선택하거나 새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 * 이니시에이터 그룹 이름 *

새 이니시에이터 그룹의 이름입니다.

• * 이니시에이터 *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포함된 이니시에이터(WWPN 또는 IQN)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다음 필드는 _ SAP HANA_Provisioning에만 적용됩니다.

• * 초기자 OS 유형 *

새 이니시에이터 그룹의 운영 체제 유형입니다.

• * FCP Portset *

이니시에이터 그룹이 바인딩된 FCP

호스트 액세스 구성

볼륨에 대한 호스트 액세스를 구성하려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 볼륨 내보내기 구성 *

생성 중에 볼륨에 적용할 엑스포트 정책을 선택합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두 허용

이 옵션은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읽기-쓰기 액세스를 허용하는 내보내기 규칙이 생성됨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 지정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읽기-쓰기 액세스를 수신할 호스트 IP 주소 목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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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System Manager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볼륨 엑스포트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호스트 IP 주소 *

쉼표로 구분된 IP 주소 목록입니다.

NFS 기반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저장소 접두사를 사용하여 새 내보내기 정책이 생성되고 IP 목록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접두사에 규칙이 생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응용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응용 프로그램 세부 정보 창의 * 개요 * 탭에서 구성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설정된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 NFS 또는 CIFS 액세스 및 권한 등의 기타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 유형 *

생성된 일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또는 가상 인프라의 유형입니다.

• * SVM *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된 서버 가상 머신의 이름입니다.

• * 크기 *

볼륨의 총 크기입니다.

• * 이용 가능 *

볼륨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입니다.

• * 보호 *

구성된 데이터 보호 유형입니다.

사용된 공간, IOPS 및 지연 시간에 대한 성능 세부 정보를 보려면 * Components * 및 * Volumes * 창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 창에 표시되는 사용된 크기가 CLI에 표시되는 사용된 크기와 다릅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편집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프로비저닝된
애플리케이션을 편집하여 스토리지 크기를 늘리거나 애플리케이션의 스냅샷 복사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클러스터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한 후 이를 편집하여 스토리지 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 복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 절차에서는 * NAS Container * 응용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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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응용 프로그램 및 계층 * > * 응용 프로그램 * 을 클릭합니다

2. NAS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보는 동안 다른 사용자가 CLI 또는 REST API를 사용하여 새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경우 목록을 스크롤할 때 해당 새 응용 프로그램을 볼 수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NAS 창의 * 개요 * 탭에 애플리케이션 설정이 표시됩니다.

3. 편집 * 을 클릭합니다.

Edit NAS Container: NAS(NAS 컨테이너 편집: NAS)에는 현재 스토리지 크기 설정과 * NFS Access - Grant

Access to Host *(NFS 액세스 - 호스트 액세스 권한 부여) 주소가 표시됩니다.

4. 스토리지 총 크기 * 값을 수정합니다.

5. 크기 단위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을 선택하여 올바른 크기 단위(바이트, MB, GB 또는 TB)를 지정합니다.

6. ONTAP 서비스 수준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값을 선택합니다.

7. 저장 * 을 클릭합니다.

8. 응용 프로그램 세부 정보: NAS* 창으로 돌아가 스냅샷 복사본 탭을 선택합니다.

프로비저닝된 이 애플리케이션의 스냅샷 복사본 목록이 표시됩니다. 검색 * 필드를 사용하여 이름별로 스냅샷
복사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9. 필요에 따라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스냅샷 복사본을 관리합니다.

작업 작업

생성 새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하려면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복원 복원할 스냅샷 복사본 옆의 확인란을 클릭한 다음 * 복원
* 을 클릭합니다.

삭제 삭제할 스냅샷 복사본 옆의 확인란을 클릭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프로비저닝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클러스터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한 후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절차에서는 * NAS Container *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단계

1. 응용 프로그램 및 계층 * > * 응용 프로그램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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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S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보는 동안 다른 사용자가 CLI 또는 REST API를 사용하여 새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경우 목록을 스크롤할 때 해당 새 응용 프로그램을 볼 수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NAS 창의 * 개요 * 탭에 애플리케이션 설정이 표시됩니다.

3. 삭제 * 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인지 묻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삭제 * 를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삭제 작업을 사용하여 삭제된 볼륨은 복구 대기열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볼륨이 즉시
삭제됩니다.

System Manager의 애플리케이션 윈도우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탭

클러스터 구성에 따라 System Manager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 탭 없음 *

이름, 유형, 스토리지 사용량, 성능, 애플리케이션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 2개의 탭 *

디스플레이에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개의 정보 탭이 있습니다.

◦ * 향상 *

이름, 유형, 스토리지 사용량, 성능, 애플리케이션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 기본 *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목록

선택한 SVM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은 * Enhanced * (고급 *) 탭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 System Manager 9.5 이전 버전의 경우 최대 32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 System Manager 9.6의 경우 처음 25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목록의 맨 아래로 스크롤하면
25개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목록에 추가됩니다. 계속 스크롤하면 한 번에 25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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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개의 응용 프로그램까지 목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열 목록

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다음 열의 * Enhanced * 탭에 나열됩니다.

•
* 확장/축소 화살표 *

에는 정보를 클릭하여 세부 보기 표시 로 확장하거나 정보를 다시 요약 보기로 축소할 수 있는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이름 *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 * 유형 *

애플리케이션 유형입니다.

• * 구성 요소 *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입니다.

• * ONTAP 서비스 수준 *

애플리케이션의 ONTAP 서비스 수준입니다.

• * 사용 *

사용 비율을 표시하는 그래픽 표시줄입니다.

• * 사용됨 *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 공간의 양입니다.

• * 이용 가능 *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의 크기입니다.

• * 크기 *

응용 프로그램의 크기입니다.

• * IOPS *

애플리케이션의 IOPS(초당 입출력 작업 수)

• * 지연 시간 *

애플리케이션의 지연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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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필드

다음 필드를 사용하여 정보 표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SVM *

SVM의 드롭다운 목록을 표시할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SV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검색 필드 *

애플리케이션 이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하여 입력한 기준에 따라 검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조건에
일치하는 이름을 가진 응용 프로그램만 목록에 표시됩니다.

• * 정렬 기준 필드 *

이름, 크기 또는 유형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작업 아이콘

고급 * 탭의 다음 아이콘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아이콘 추가 *

선택한 SVM에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필터 아이콘 *

검색 결과에 표시할 응용 프로그램의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디스플레이 아이콘 *

목록 보기와 응용 프로그램 정보의 카드 보기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한 구성 업데이트 - ONTAP 9.7 이전 버전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의 관리 세부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VM의 관리 세부 정보를 구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의 관리 세부 정보를 빠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SVM 관리자에게 SVM 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VM 관리자는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위임된 SVM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해서만 SVM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구성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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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VM * 탭에서 노드를 선택한 다음 * 관리 세부 정보 구성 * 을 클릭합니다.

3. 관리자 세부 정보 * 섹션에서 'vsadmin'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설정합니다.

4. SVM 관리를 위한 전용 LIF를 원하는 경우 * SVM 관리를 위한 LIF 생성 * 을 선택하고 네트워크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SAN 프로토콜에는 데이터 및 관리 프로토콜이 동일한 LIF를 공유할 수 없는 전용 SVM 관리 LIF가 필요합니다.

SVM 관리 LIF는 데이터 포트에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5. 네트워크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원하는 작업 그러면…

서브넷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사용 * 을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IP 주소를 할당해야
하는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인터클러스터 LIF의 경우 선택한 IPspace와 연결된
서브넷만 표시됩니다.

c. 인터페이스에 특정 IP 주소를 할당하려면 * 특정 IP

주소 사용 * 을 선택한 다음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정한 IP 주소가 서브넷 범위에 없는 경우 서브넷에
추가됩니다.

d. 확인 * 을 클릭합니다.

서브넷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없이 * 를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i. IP 주소와 네트워크 마스크 또는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ii.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대상 필드는 IP 주소 패밀리를 기준으로
기본값으로 채워집니다.

iii.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새 목적지 값을
지정하십시오. 라우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게이트웨이와 목적지를 기반으로 새 루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c. 확인 * 을 클릭합니다.

6. 데이터 LIF를 생성할 포트를 지정합니다.

a. 찾아보기 * 를 클릭합니다.

b. 네트워크 포트 또는 어댑터 선택 * 대화 상자에서 포트를 선택한 다음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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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업데이트 창

구성 업데이트 창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및 노드의 구성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탭

• * 노드 *

노드의 세부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SVM *

SVM의 세부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드 탭

명령 버튼

• * 노드 이름 편집 *

노드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노드 이름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노드 관리 LIF를 생성합니다 *

노드 관리 LIF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특정 노드를 관리할 노드 관리 LIF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AutoSupport 편집 *

AutoSupport 설정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이메일 알림을 보낼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고 호스트
이름의 이메일 주소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SVM 탭

명령 단추

• * 관리 세부 정보 구성 *

SVM의 관리 세부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관리 세부 정보 구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관련 정보 *

클러스터 생성

IP 주소 범위가 비활성화된 경우 네트워크 설정

시스템 관리자 - ONTAP 9.7 이하가 설치된 서비스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이 지원되는 서비스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온도, 전압, 전류 및 팬 속도와 같은 스토리지 시스템 매개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77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network_when_ip_address_range_is_disabled.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network_when_ip_address_range_is_disabled.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network_when_ip_address_range_is_disabled.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network_when_ip_address_range_is_disabled.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network_when_ip_address_range_is_disabled.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network_when_ip_address_range_is_disabled.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network_when_ip_address_range_is_disabled.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network_when_ip_address_range_is_disabled.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network_when_ip_address_range_is_disabled.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network_when_ip_address_range_is_disabled.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network_when_ip_address_range_is_disabled.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network_when_ip_address_range_is_disabled.html


관리 네트워크 트래픽을 격리합니다

관리 트래픽 전용 서브넷에 SP/BMC 및 e0M 관리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트래픽을 실행하면 성능 저하 및 라우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관리 이더넷 포트(섀시 뒤쪽에 렌치 아이콘으로 표시됨)는 내부 이더넷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내부 스위치는 SP/BMC 및 e0M 관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며,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텔넷, SSH 및 SNMP와 같은 TCP/IP 프로토콜을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원격 관리 장치와 e0M을 모두 사용하려는 경우 동일한 IP 서브넷에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대역폭이
낮은 인터페이스이므로 관리 트래픽 전용 서브넷에 SP/BMC 및 e0M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트래픽을 격리할 수 없거나 전용 관리 네트워크가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 볼륨을 가능한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브로드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트래픽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SP/BMC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AFF A800과 같은 일부 스토리지 컨트롤러에는 BMC용 포트 2개와 e0M용 포트 1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러의 경우 동일한 IP 서브넷에 BMC 및 e0M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서에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모든 서비스 프로세서에 IP 주소를 동시에 할당하고 이러한 서비스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다양한 시스템 매개 변수를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구성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서비스 프로세서* 창에서 * 글로벌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글로벌 설정 * 대화 상자에서 IP 주소를 할당할 소스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작업 그러면…

DHCP 서버에서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DHCP * 를 선택합니다.

서브넷에서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Subnet * 을 선택합니다.

수동으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수동 할당 * 을 선택합니다.

4. 저장 * 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서 설정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IP 주소, 네트워크 마스크 또는 접두사 길이, 게이트웨이 주소 등과 같은 서비스 프로세서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가 할당되지 않은 서비스 프로세서에 IP 주소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IP 주소가 할당된 서비스 프로세서의 설정을 수동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DHCP 서버 또는 서브넷을 통해 IP 주소가 할당된 서비스 프로세서의 설정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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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 > * 클러스터 * > * 서비스 프로세서 * 를 클릭합니다.

2. 서비스 프로세서* 창에서 수정할 서비스 프로세서를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프로세서 편집] *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한 다음 [저장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서를 파악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서는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시스템에 독립적인 리소스로, 온도, 전압, 전류 및 팬 속도와 같은 스토리지
시스템 매개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비스 프로세서가 스토리지 시스템 매개 변수에서 비정상적인 조건을 감지하면 서비스 프로세서가 이벤트를 기록하고
ONTAP에 문제를 알리고 e-메일 또는 SNMP 트랩을 통해 AutoSupport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서는 감시 메커니즘을 통해 ONTAP를 모니터링하며 파트너 노드로 신속하게 페일오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서비스 프로세서는 여러 시스템 이벤트를 추적하고 이벤트를 로그 파일에 저장합니다. 이 이벤트에는 부팅
진행률, 현장 교체 장치(FRU) 변경, ONTAP 생성 이벤트 및 사용자 트랜잭션 기록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프로세서는 스토리지 시스템에 원격으로 로그인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스토리지 시스템의 상태에 관계없이
시스템을 진단, 종료, 전원 껐다 켜기 또는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프로세서는 원격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서의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문제 발생 시 스토리지 시스템을 평가한 다음, 즉시 효율적인
서비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서 창

서비스 프로세서 창을 사용하여 IP 주소, 네트워크 마스크(IPv4) 또는 접두사 길이(IPv6) 및 게이트웨이와 같은 서비스
프로세서 속성을 확인 및 수정하고 서비스 프로세서에 대한 IP 소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편집 *

서비스 프로세서의 IP 주소, 네트워크 마스크(IPv4) 또는 접두사 길이(IPv6) 및 게이트웨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세서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전역 설정 *

모든 서비스 프로세서의 IP 주소 소스를 DHCP, 서브넷 또는 설명서 중 하나로 구성할 수 있는 전역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서 목록

• * 노드 *

서비스 프로세서가 있는 노드를 지정합니다.

• * IP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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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세서의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 * 상태 *

서비스 프로세서의 상태를 지정합니다. 이 상태는 온라인, 오프라인, 데몬 오프라인, 노드 오프라인, 성능 저하 등이
있습니다. 재부팅 또는 알 수 없음

• * MAC 주소 *

서비스 프로세서의 MAC 주소를 지정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서비스 프로세서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IP 주소, 네트워크 마스크(IPv4) 또는 접두사 길이(IPv6), 게이트웨이, IP 소스
등의 네트워크 세부 정보를 비롯하여 서비스 프로세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펌웨어 버전 및 펌웨어 자동
업데이트 사용 여부와 같은 일반 세부 사항 및 MAC 주소입니다.

• 관련 정보 *

IP 주소 범위가 비활성화된 경우 네트워크 설정

System Manager를 사용하는 클러스터 피어 - ONTAP 9.7 이하

피어링된 클러스터가 서로 간에 리소스를 조정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2개의 클러스터를 피어링할 수 있습니다.

피어링된 클러스터는 SnapMirror 기술 및 SnapVault 기술을 사용하는 데이터 복제 및
MetroCluster 구성에서 FlexCache 볼륨 및 SyncMirror 기술을 사용한 데이터 복제에
필요합니다.

피어링 패스프레이즈를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는 로컬 클러스터 IPspace용 암호를 생성하고 피어링 관계를 생성할 때 원격 클러스터에서
동일한 암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피어 * 를 클릭합니다.

2. Generate 피어링 Passphrase * 를 클릭합니다.

피어링 패스구문 생성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3. 다음 필드를 작성합니다.

◦ * IPspace *: 풀다운 메뉴에서 IPspace를 선택합니다.

◦ * Passphrase Validity *: 드롭다운 메뉴에서 패스프레이즈를 유효하게 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 * SVM 권한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모든 SVM * 이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특정 SVM을 나타내기 위해 SVM * 이 선택되었습니다. 지정할 필드에서
SVM 이름을 강조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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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선택 사항: * 원격 클러스터의 유효 클러스터 버전이 ONTAP 9.6 이전인 경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클러스터 피어링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5. 암호를 생성하려면 * Generate * (생성 *)를 클릭합니다.

성공적인 생성을 위해 암호를 식별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암호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복사하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메일 암호 세부 정보 * 를 클릭합니다.

◦ 암호 복사 * 를 클릭합니다.

클러스터 피어 암호를 수정합니다

클러스터 피어 생성 중에 제공되는 암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피어 * 를 클릭합니다.

2. 피어링된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 Edit * 를 클릭합니다

드롭다운 메뉴가 표시됩니다.

3. Local Cluster Passphrase * 를 클릭합니다.

Edit Local Cluster Passphrase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Enter Passphrase * 필드에 새 암호를 입력한 다음 * Apply * 를 클릭합니다.

암호의 최소 필수 길이는 8자입니다.

암호가 즉시 수정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인증 상태가 표시되기 전에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원격 클러스터에 로그인하여 단계를 수행합니다 1 부터 까지 4 원격 클러스터의 암호를 수정합니다.

원격 클러스터의 암호를 수정할 때까지 로컬 클러스터의 인증 상태는 "ok_and_Offer"로 표시됩니다.

원격 클러스터에 대해 구성된 LIF를 수정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원격 클러스터에 대해 구성된 IPspace 및 인터클러스터 논리 인터페이스(LIF)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 인터클러스터 IP 주소를 추가하거나 기존 IP 주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클러스터 피어 관계를 생성하려면 인터클러스터 IP 주소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구성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피어링된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 Edit * 를 클릭합니다

드롭다운 메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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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어 클러스터 네트워크 매개 변수 * 를 클릭합니다.

피어 네트워크 매개 변수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필요한 경우 다음 필드를 수정합니다.

◦ * IPspace *: 풀다운 메뉴에서 IPspace를 선택합니다.

◦ * 클러스터 간 LIF *: 인터클러스터 IP 주소를 추가 또는 제거합니다. 여러 IP 주소를 쉼표로 구분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Modify * 를 클릭합니다.

6. Cluster 피어 * 창에서 변경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피어링 암호화 상태를 변경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선택한 클러스터의 피어링 암호화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암호화 상태는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변경 * 을 선택하여 상태를 사용 가능에서 사용 안 함으로
또는 사용 안 함 에서 사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피어 * 를 클릭합니다.

2. 피어링된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 Edit * 를 클릭합니다

드롭다운 메뉴가 표시됩니다.

3. 암호화 변경 * 을 클릭합니다.

암호화 상태가 "해당 없음"인 경우 이 작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변경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토글 단추는 현재 암호화 상태를 나타냅니다.

4. 토글 버튼을 밀어 피어링 암호화 상태를 변경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 현재 암호화 상태가 ""없음""인 경우 전환 버튼을 밀어 상태를 ""TLS_PSK""로 변경하여 암호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암호화 상태가 "'TLS_PSK''인 경우 전환 버튼을 밀어 상태를 "'없음''으로 변경하여 암호화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5. 피어링 암호화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한 후, 새 암호를 생성하여 피어링된 클러스터에 제공하거나 피어링된
클러스터에서 이미 생성된 기존 암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암호가 원격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암호와 일치하지 않으면 클러스터
피어링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암호문 생성 *: 단계로 진행합니다 STEP_1ABAF15926174E709CA59192E200ABE3.

◦ * 이미 패스프레이즈가 있습니다 *: 단계로 이동합니다 STEP_2EFD822431974811AD2260C3F31DC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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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암호 생성 * 을 선택한 경우 필요한 필드를 입력합니다.

◦ * IPspace *: 드롭다운 메뉴에서 IPspace를 선택합니다.

◦ * Passphrase Validity *: 드롭다운 메뉴에서 패스프레이즈를 유효하게 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 * SVM 권한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모든 SVM * 이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특정 SVM을 나타내기 위해 SVM * 이 선택되었습니다. 지정할 필드에서
SVM 이름을 강조 표시합니다.

7. * 선택 사항: * 원격 클러스터의 유효 클러스터 버전이 ONTAP 9.6 이전인 경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8. 적용 * 을 클릭합니다.

패스프레이즈는 관계에 대해 생성되고 표시됩니다. 암호문을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로컬 클러스터의 인증 상태는 원격 클러스터에서 암호를 제공할 때까지 선택한 암호 유효 기간 동안
"ok_and_Offer"로 표시됩니다.

9. 원격 클러스터에서 새 암호를 이미 생성한 경우 다음 하위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암호 * 가 이미 있습니다 * 를 클릭합니다.

b. 원격 클러스터에서 생성된 것과 동일한 암호를 * Passphrase * 필드에 입력합니다.

c. 적용 * 을 클릭합니다.

클러스터 피어 관계를 삭제합니다

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피어 관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피어
관계의 각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피어링 관계를 삭제해야 합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피어 * 를 클릭합니다.

2. 관계를 삭제할 클러스터 피어를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4. 원격 클러스터에 로그인하여 단계를 수행합니다 1 부터 까지 3 로컬 클러스터와 원격 클러스터 간의 피어 관계를
삭제합니다.

로컬 클러스터와 원격 클러스터에서 관계가 삭제될 때까지 피어 관계의 상태가 "비정상"으로 표시됩니다.

Cluster 피어의 창입니다

클러스터 피어 창을 사용하여 피어 클러스터 관계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 창에서 클러스터 간에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원격 클러스터와의 관계를 생성할 수 있는 클러스터 피어링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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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 *

다음과 같은 선택 항목이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표시합니다.

◦ * 로컬 클러스터 암호 *

Edit Local Cluster Passphrase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는 로컬 클러스터를 검증하기 위해 새
암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피어 클러스터 네트워크 매개 변수 *

IPspace를 수정하고 인터클러스터 LIF IP 주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피어 클러스터 네트워크 매개
변수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여러 IP 주소를 쉼표로 구분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암호화 변경 *

선택한 피어 클러스터에 대한 암호화 변경 대화 상자를 엽니다. 피어링된 관계 암호화를 변경하는 동안 새
암호를 생성하거나 원격 피어링된 클러스터에서 이미 생성된 암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상태가 "해당 없음"인 경우 이 작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삭제 *

선택한 피어 클러스터 관계를 삭제할 수 있는 클러스터 피어 관계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 SVM 권한 관리 *

SVM이 SVM 피어링 요청을 자동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피어링 패스구문 생성 *

IPspace를 지정하고, 암호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사용 권한이 부여된 SVM을 지정하여 로컬 클러스터 IPspace에
대한 암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격 클러스터에서 피어링을 위해 동일한 암호를 사용합니다.

피어 클러스터 목록

• 피어 클러스터 *

관계에서 피어 클러스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가용성 *

피어 클러스터를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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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 상태 *

피어 클러스터의 인증 여부를 지정합니다.

• * 로컬 클러스터 IPspace *

로컬 클러스터 피어 관계와 연결된 IPspace를 표시합니다.

• * 피어 클러스터 인터클러스터 IP 주소 *

인터클러스터 피어 관계와 연결된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 * 마지막 업데이트 시간 *

피어 클러스터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을 표시합니다.

• * 암호화 *

피어링 관계의 암호화 상태를 표시합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는 두 클러스터 간의 피어링 관계를 설정할 때 피어링을 기본적으로
암호화합니다

◦ * 해당 없음 *: 암호화는 관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없음 *: 피어링 관계는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 * TLS_PSK *: 피어링 관계가 암호화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고가용성 쌍을 생성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HA 쌍을 사용하면 무중단
운영 및 내결함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이중화를 제공하는 고가용성(HA) 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고가용성 창

고가용성 창에는 ONTAP의 모든 HA 쌍에 대한 고가용성(HA) 상태, 상호 연결 상태 및 테이크오버 또는 반환 상태가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고가용성 창을 사용하여 테이크오버 작업 또는 반환 작업을 수동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HA 쌍 이미지를 클릭하여 Takeover/Giveback 상태 및 상호 연결 상태와 같은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색상은 HA 쌍 상태를 나타냅니다.

• 녹색: HA Pair 및 인터커넥트가 최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테이크오버 또는 반환에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녹색은 또한 Takeover가 진행 중이고, Giveback이 진행 중이며, 반환 상태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빨간색: 테이크오버 실패와 같은 다운그레이드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 노란색: 상호 연결 상태가 중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한 클러스터의 여러 HA 쌍이 동시에 스토리지 페일오버 작업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표시되는 클러스터 상태는 HA 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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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클러스터 상태를 표시하는 동안 Takeover가 진행 중, Giveback이 진행 중,

Giveback을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같은 심각도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작업

HA 2노드에서 노드 상태에 따라 테이크오버 또는 반환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node_name을 인수합니다

파트너 노드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테이크오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반환 'node_name'

인수된 파트너 노드가 반환 대기 중이거나 부분 반환 상태인 경우 반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반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자동 반환 작업을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자동 반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High Availability 창에 표시되는 정보는 60초마다 자동으로 새로 고쳐집니다.

• 관련 정보 *

HA 쌍 모니터링

System Manager로 라이센스 관리 - ONTAP 9.7 이하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클러스터나
노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확인, 관리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의 Licenses 창을 사용하면 클러스터 또는 노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ONTAP 9.8 이상을 사용하여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라이센스 관리 개요(클러스터 관리자만 해당)"

• https://["라이센스 키를 추가하여 새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삭제하려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서비스 또는 기능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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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라이센스 * 를 클릭합니다.

2. Licenses * 창에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노드나 마스터 라이센스에서 특정 라이센스 패키지를
삭제합니다

세부 정보 * 탭을 클릭합니다.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특정 라이센스 패키지를
삭제합니다

패키지 * 탭을 클릭합니다.

3. 삭제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패키지를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라이센스 패키지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결과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창의 라이센스 목록에서도
제거됩니다.

라이센스 유형 및 권한 부여 위험

다양한 라이센스 유형 및 관련 자격 위험을 이해하면 클러스터의 라이센스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 유형

패키지에는 다음 유형의 라이센스 중 하나 이상이 클러스터에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노드 잠김 라이센스 또는 표준 라이센스

특정 시스템 일련 번호(_controller 일련 번호 _ 라고도 함)가 있는 노드에 대해 노드 잠김 라이센스가 발급됩니다.

이 라이센스는 일련 번호가 일치하는 노드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노드 잠금 라이센스를 설치하면 노드에 라이센스가 부여된 기능이 부여됩니다. 클러스터에 라이센스가 부여된
기능을 사용하려면 해당 기능에 대해 하나 이상의 노드에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기능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는
노드에서 라이센스가 부여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ONTAP 8.2 이상 릴리즈에서는 Data ONTAP 8.2 이전 버전에 설치된 라이센스를 표준 라이센스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ONTAP 8.2 이상 릴리즈에서는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이전에 라이센스가 부여된 기능이 포함된 패키지의
표준 라이센스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마스터 또는 사이트 라이센스

마스터 또는 사이트 라이센스가 특정 시스템 일련 번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이트 라이센스를 설치하면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라이센스가 부여된 기능이 부여됩니다.

클러스터에 마스터 라이센스가 있고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할 경우 노드에 사이트 라이센스가 포함되지 않으며
노드에 라이센스가 부여된 기능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스터 라이센스가 있는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하면
해당 노드는 사이트 라이센스에 의해 부여된 기능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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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 또는 임시 라이센스

데모 또는 임시 라이센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사용 권한을 구입하지 않고도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라이센스는 클러스터 전체 라이센스이며 노드의 특정 일련
번호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에 패키지에 대한 임시 라이센스가 있고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 노드에 평가판 라이센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용량 라이센스(ONTAP Select 및 FabricPool만 해당)

ONTAP Select 인스턴스는 사용자가 관리하려는 데이터 양에 따라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TB 용량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ONTAP Select에서 최대 10TB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ONTAP

Select이 관리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스토리지 용량이 시스템에 연결된 경우 ONTAP Select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ONTAP Select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스토리지 용량은 용량 라이센스(

예: 5TB 용량 라이센스, 10TB 용량 라이센스 등)를 구입하여 설치할 때까지 2TB입니다.

ONTAP 9.2부터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는 용량 라이센스를 통해 타사 스토리지 계층(예: AWS)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FabricPool 용량 라이센스는 클라우드 계층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정의합니다.

소유 권한 위험

자격 위험이 노드 잠김 라이센스의 비균일 설치 때문에 발생합니다. 노드 잠김 라이센스가 모든 노드에 설치된 경우 권한
부여 위험이 없습니다.

소유 권한 위험 수준은 특정 조건에 따라 고위험, 중간 위험, 위험 없음 또는 알 수 없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높은 위험

◦ 특정 노드에 사용량이 있지만 노드 잠김 라이센스가 해당 노드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클러스터에 설치된 데모 라이센스가 만료되고 노드에 사용량이 있는 경우

사이트 라이센스가 클러스터에 설치된 경우 권한 부여 위험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 중간 위험도

사이트 라이센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노드 잠김 라이센스가 클러스터의 노드에 불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위험이 없습니다

노드 잠김 라이센스가 모든 노드에 설치되어 있거나 사이트 라이센스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클러스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권한 부여 위험이 없습니다.

• 알 수 없음

API가 클러스터 또는 클러스터의 노드에 연결된 권한 부여 위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경우 위험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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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창

스토리지 시스템은 출하 시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을 받은 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라이센스 창을 사용합니다.

System Manager는 평가 라이센스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며 평가 라이센스의 만료 시기가 임박한 경우
어떠한 경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평가판 라이센스는 일정 기간 후에 만료되는 임시 라이센스입니다.

명령 버튼

• * 추가 *

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추가할 수 있는 Add License(라이센스 추가) 창을 엽니다.

• * 삭제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목록에서 선택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삭제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패키지 탭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라이센스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 패키지 *

라이센스 패키지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소유 권한 위험 *

클러스터의 라이센스 권한 문제로 인한 위험 수준을 나타냅니다. 소유 권한 위험 수준은 고위험( ), 중간 위험( ),

위험 없음( ), 알 수 없음( ) 또는 라이센스가 없는(-).

• * 설명 *

클러스터의 라이센스 권한 문제로 인한 위험 수준을 표시합니다.

라이센스 패키지 세부 정보 영역

라이센스 패키지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선택한 라이센스 패키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영역에는
라이센스가 설치된 클러스터 또는 노드에 대한 정보, 라이센스의 일련 번호, 이전 주의 사용, 라이센스 설치 여부,

라이센스 만료 날짜 및 라이센스가 레거시 라이센싱인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세부 정보 탭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된 라이센스 패키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표시합니다.

• * 패키지 *

라이센스 패키지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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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러스터/노드 *

라이센스 패키지가 설치된 클러스터 또는 노드를 표시합니다.

• * 일련 번호 *

클러스터 또는 노드에 설치된 라이센스 패키지의 일련 번호를 표시합니다.

• * 유형 *

다음과 같은 라이센스 패키지 유형을 표시합니다.

◦ Temporary: 라이센스가 데모 기간에만 유효한 임시 라이센스임을 지정합니다.

◦ 마스터: 라이센스가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설치되는 마스터 라이센스임을 지정합니다.

◦ 노드 잠김: 라이센스가 클러스터 내의 단일 노드에 설치되는 노드 잠김 라이센스입니다.

◦ 용량:

▪ ONTAP Select의 경우 라이센스가 용량 라이센스임을 지정하며, 이 라이센스는 인스턴스가 관리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가 부여된 총 데이터 용량을 정의합니다.

▪ FabricPool의 경우 라이센스가 용량 라이센스인지 지정합니다. 이 라이센스는 연결된 타사 스토리지(예:

AWS)에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정의합니다.

• * 시/도 *

라이센스 패키지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설치된 라이센스가 평가판 라이센스임을 지정합니다.

◦ 설치됨: 설치된 라이센스가 유효한 구입한 라이센스임을 지정합니다.

◦ 경고: 설치된 라이센스가 유효한 구입한 라이센스이며 최대 용량에 근접함을 지정합니다.

◦ 적용: 설치된 라이센스가 유효한 구입한 라이센스이며 만료 날짜를 초과하도록 지정합니다.

◦ 라이센스 대기 중: 라이센스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음을 지정합니다.

• * 레거시 *

라이센스가 레거시 라이센스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최대 용량 *

◦ ONTAP Select의 경우 ONTAP Select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스토리지 양을 표시합니다.

◦ FabricPool의 경우 클라우드 계층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타사 오브젝트 저장소 스토리지 양을
표시합니다.

• * 현재 용량 *

◦ ONTAP Select의 경우 현재 ONTAP Select 인스턴스에 연결된 총 스토리지 양을 표시합니다.

◦ FabricPool의 경우 현재 클라우드 계층 스토리지로 사용되는 타사 오브젝트 저장소 스토리지의 총 양을
표시합니다.

• * 만료 날짜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패키지의 만료 날짜를 표시합니다.

90



• 관련 정보 *

https://["시스템 관리"]

클러스터 생성

System Manager로 클러스터 확장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클러스터에
호환되는 노드를 추가하고 노드 네트워크 세부 정보를 구성하여 스토리지의 크기와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노드의 요약을 볼 수도 있습니다.

System Manager에 로그인하면 System Manager가 케이블로 연결되었지만 클러스터에 추가되지 않은 호환 노드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노드를 추가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호환 노드를 추가하거나 System Manager가 노드를
감지할 때 또는 나중에 노드를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에 노드 추가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기존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크기와 기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호환되는 새 노드를 클러스터에 케이블로 연결해야 합니다.

기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있는 포트만 네트워크 창에 나열됩니다.

•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가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 모든 노드의 버전은 동일해야 합니다.

단계

1. 클러스터에 호환되는 새 노드를 추가합니다.

만약… 수행할 작업…

System Manager에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a. System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시 System Manager에서
호환되는 새 노드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System Manager에서
클러스터에 호환되는 새 노드를
추가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b. 클러스터에 노드 추가 * 를 클릭합니다.

c. 노드의 이름을 수정합니다.

d. 노드 라이센스를 지정합니다.

e. 제출 및 진행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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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행할 작업…

System Manager에 로그인했습니다 a. 구성 * > * 클러스터 * > * 확장 * 을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에서 새로 추가된 노드를
검색합니다. 경고가 표시되면 계속하기 전에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호환되는 새 노드가 검색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십시오.

b. 노드의 이름을 수정합니다.

c. 노드 라이센스를 지정합니다.

d. 제출 및 진행 * 을 클릭합니다.

노드의 네트워크 세부 정보를 구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노드 관리 LIF 및 새로 추가된 노드의 서비스 프로세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LIF 생성을 위한 기본 IPspace에 충분한 포트 수가 있어야 합니다.

• 모든 포트가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단계

1. 노드 관리 구성:

a. IP 주소 * 필드에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b. Port * 필드에서 노드 관리용 포트를 선택합니다.

c. 넷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서비스 프로세서 설정 구성:

a. 기본값을 무시하려면 * Override defaults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IP 주소, 넷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3. Submit을 클릭하고 계속 * 을 클릭하여 노드의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합니다.

4. 요약 * 페이지에서 노드의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음 단계

• 클러스터가 보호되는 경우 부분 피어링과 비정상적인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추가된 노드에 필요한 수의
인터클러스터 LIF를 생성해야 합니다.

• 클러스터에서 SAN 데이터 프로토콜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수의 SAN 데이터 LIF를
생성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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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로 클러스터 업데이트 - ONTAP 9.7 이하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여
고가용성(HA) 쌍의 클러스터 또는 개별 노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etroCluster 구성에서
클러스터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비 MetroCluster 구성에서 클러스터를 업데이트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여
고가용성(HA) 쌍의 클러스터 또는 개별 노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수행하려면
ONTAP 이미지를 선택하고 클러스터 또는 HA 쌍의 개별 노드가 업데이트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 *

https://["ONTAP를 업그레이드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MetroCluster 구성에서 클러스터를 업데이트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MetroCluster

구성에서 클러스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업데이트를 제외한 두 클러스터에서 각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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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https://["ONTAP를 업그레이드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얻습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으로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ONTAP 9.4 이상의 경우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로컬 폴더로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ONTAP 9.3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려면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네트워크의 HTTP 서버 또는 FTP 서버로
복사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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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를 ONTAP의 타겟 릴리즈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소프트웨어 이미지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플랫폼 모델의
소프트웨어 이미지, 펌웨어 버전 정보 및 최신 펌웨어는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이미지는 플랫폼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클러스터에 맞는 올바른 이미지를 얻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이미지에는 특정 버전의 ONTAP가 릴리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시스템 펌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NetApp 볼륨 암호화가 있는 시스템을 ONTAP 9.5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NetApp 볼륨 암호화를 포함하는
비제한 국가의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제한된 국가에서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사용하여 NetApp 볼륨 암호화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 시스템 패닉이 발생하고 볼륨에 대한 액세스가 손실됩니다.

• ONTAP 9.3에서 9.7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ONTAP 9.5 및 9.7용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복사해야 합니다.

단계

1. NetApp Support 사이트의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영역에서 타겟 ONTAP 소프트웨어를 찾습니다.

2.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 ONTAP 9.3 이전 버전의 경우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제공할 HTTP 서버 또는 FTP 서버의
디렉토리로 소프트웨어 이미지(예: '93_q_image.tgz')를 복사합니다

◦ ONTAP 9.4 이상의 경우,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제공할 HTTP 서버 또는 FTP 서버의
디렉토리 또는 로컬 폴더로 소프트웨어 이미지(예: "97_q_image.tgz")를 복사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단일 노드 클러스터 업데이트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클러스터는 ONTAP 9.4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네트워크의 HTTP 서버, 네트워크의 FTP 서버 또는 로컬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복사하여 노드가 이미지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가져오는 중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ystem Manager 9.5부터 2팩 MetroCluster 구성으로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에서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가 재부팅되는 동안에는 System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ystem Manager 9.4 이상에서는 MetroCluster 구성이 아닌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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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luster가 아닌 구성에서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작업이 중단이 발생합니다.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클러스터 관리 LIF를 호스팅하는 노드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다른 작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NVMe 프로토콜이 System Manager 9.4에 구성되어 있고 System Manager 9.4에서 System Manager 9.5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경우 라이센스 없이 90일 유예 기간 동안 NVMe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MetroCluster 구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NVMe 프로토콜이 System Manager 9.5에 구성되어 있지 않고 System Manager 9.5에서 System Manager

9.6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경우 유예 기간이 제공되지 않으며 NVMe 프로토콜을 사용하려면 NVMe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MetroCluster 구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클러스터 업데이트 * 탭에서 새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작업 그러면…

로컬 클라이언트에서 새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a. 로컬 클라이언트에서 추가 * 를 클릭합니다.

b.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검색한 다음 * 열기 * 를
클릭합니다.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새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a. 서버에서 추가 * 를 클릭합니다.

b. 새 소프트웨어 이미지 추가 대화 상자에서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한
HTTP 서버 또는 FTP 서버의 URL을 입력합니다.

익명 FTP의 경우 URL을
'ftp://anonymous@ftpserver` 형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c. 추가 * 를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나열된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Validate * 를 클릭하여 사전 업데이트 검증 검사를 실행하여 클러스터가 업데이트 준비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검증 작업에서는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점검하여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모든 오류 또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또한 정품 확인 작업을 수행하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모든 필수 개선
조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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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전에 오류에 대해 필요한 모든 개선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경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무시할 수 있지만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전에 모든 개선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다음 * 을 클릭합니다.

5. Update * 를 클릭합니다.

유효성 검사가 다시 수행됩니다.

◦ 검증이 완료되면 테이블에 오류 및 경고와 함께 진행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모든 필수 개선 조치가 표시됩니다.

◦ 유효성 검사가 경고와 함께 완료되면 * 경고와 함께 업데이트 계속 *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계속 * 을
클릭합니다. 유효성 검사가 완료되고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경우 오류로 인해 업데이트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클릭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업데이트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수정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노드가 재부팅되며 System Manager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노드를
재부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6. System Manager에 로그인하고 * 구성 * > * 클러스터 * > * 업데이트 * > * 업데이트 기록 * 을 클릭한 다음 세부
정보를 확인하여 클러스터가 선택한 버전으로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중단 없이 업데이트합니다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버전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방해하지 않고 ONTAP 8.3.1 이상을
실행하는 고가용성(HA) 쌍의 클러스터 또는 개별 노드를 특정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모든 노드는 HA Pair에 있어야 합니다.

• 모든 노드가 정상 상태여야 합니다.

• 노드가 이미지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네트워크의 HTTP 서버 또는 FTP 서버로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복사해야 합니다.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가져오는 중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

• 클러스터 관리 LIF를 호스팅하는 노드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System Manager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8개 미만의 노드가 있는 클러스터에 대해 롤링 업데이트가 수행되고 8개 이상의 노드가 있는 클러스터에 대해 일괄
업데이트가 수행됩니다.

롤링 업데이트에서 클러스터의 노드가 한 번에 하나씩 업데이트됩니다. 일괄 업데이트에서 여러 노드가 동시에
업데이트됩니다.

• LTS(Long-Term Service) 릴리스로 ONTAP 소프트웨어를 LTS+1(LTS 릴리즈)로 중단 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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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ONTAP 9.1 및 ONTAP 9.3이 LTS 릴리즈인 경우 중단 없이 클러스터를 ONTAP 9.1에서 ONTAP

9.3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System Manager 9.6부터 NVMe 프로토콜이 System Manager 9.5에 구성되어 있고 System Manager 9.5에서
System Manager 9.6으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경우, 라이센스 없이 NVMe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90일이 없습니다. ONTAP 9.5에서 9.6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유예 기간이 유효한 경우, NVMe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유효한 NVMeoF 라이센스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MetroCluster 구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NVMe 프로토콜이 System Manager 9.5에 구성되어 있지 않고 System Manager 9.5에서 System Manager

9.6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경우 유예 기간이 제공되지 않으며 NVMe 프로토콜을 사용하려면 NVMe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MetroCluster 구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ONTAP 9.5부터 NVMe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HA 쌍의 각 노드에 대해 하나 이상의 NVMe LIF를 구성해야 합니다.

노드당 최대 2개의 NVMe LIF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ONTAP 9.5로 업그레이드할 때는 NVMe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HA 쌍의 각 노드에 대해 최소 하나의 NVMe LIF를 정의해야 합니다.

단계

1. 구성 * > * 클러스터 * > *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Update * (업데이트 *) 탭에서 새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작업 그러면…

로컬 클라이언트에서 새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a. 로컬 클라이언트에서 추가 * 를 클릭합니다.

b.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검색한 다음 * 열기 * 를
클릭합니다.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새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a. 서버에서 추가 * 를 클릭합니다.

b. 새 소프트웨어 이미지 추가 대화 상자에서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한
HTTP 서버 또는 FTP 서버의 URL을 입력합니다.

익명 FTP의 경우 URL을
'ftp://anonymous@ftpserver` 형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c. 추가 * 를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나열된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Validate * 를 클릭하여 사전 업데이트 검증 검사를 실행하여 클러스터가 업데이트 준비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검증 작업에서는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점검하여 업데이트를 중단 없이 완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오류 또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모든 필수 개선 조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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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전에 오류에 대해 필요한 모든 개선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경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무시할 수 있지만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전에 모든 개선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다음 * 을 클릭합니다.

5. Update * 를 클릭합니다.

유효성 검사가 다시 수행됩니다.

◦ 검증이 완료되면 테이블에 오류 및 경고와 함께 진행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모든 필수 개선 조치가 표시됩니다.

◦ 유효성 검사가 경고와 함께 완료되면 * 경고와 함께 업데이트 계속 *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계속 * 을
클릭합니다. 유효성 검사가 완료되고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경우 오류로 인해 업데이트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클릭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업데이트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수정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노드가 재부팅되며 System Manager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노드를
재부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6. System Manager에 로그인하고 * 구성 * > * 클러스터 * > * 업데이트 * > * 업데이트 기록 * 을 클릭한 다음 세부
정보를 확인하여 클러스터가 선택한 버전으로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관련 정보 *

클러스터를 중단 없이 업데이트하는 방법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가 포함된 클러스터 업데이트 창

클러스터 업데이트 창을 사용하여 자동화된 클러스터 업데이트를 중단 없이 수행하거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로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중단 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탭

• * 클러스터 업데이트 *

자동화된 클러스터 업데이트를 중단 없이 수행하거나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중단 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 기록 업데이트 *

이전 클러스터 업데이트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Cluster Update 탭

클러스터 업데이트 탭을 사용하면 중단 없이 자동화된 클러스터 업데이트를 수행하거나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중단 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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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선택합니다

업데이트할 소프트웨어 이미지의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 버전 세부 정보: 사용 중인 현재 클러스터 버전과 노드 또는 고가용성(HA) 쌍의 버전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데이트할 기존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업데이트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검증 *

업데이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버전과 비교하여 클러스터를 확인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업데이트
검증에서는 클러스터가 업데이트할 준비가 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유효성 검사가 오류와 함께 완료되면 표에
다양한 구성 요소의 상태와 오류에 대한 필요한 수정 조치가 표시됩니다.

유효성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만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업데이트 *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 또는 클러스터의 HA 쌍을 선택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동안 업데이트를 일시 중지하도록 선택한 다음 업데이트를 취소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업데이트가 일시 중지되고 오류 메시지가 교정 단계와 함께 표시됩니다. 개선 단계를 수행한 후
업데이트를 재개하거나 업데이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노드 이름, 가동 시간,

상태 및 ONTAP 버전으로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업데이트 탭

클러스터 업데이트 기록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록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 * 이미지 버전 *

노드를 업데이트할 ONTAP 이미지의 버전을 지정합니다.

• * 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설치되는 디스크 유형을 지정합니다.

• * 상태 *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데이트의 상태(업데이트 성공 여부 또는 취소 여부)를 지정합니다.

• * 시작 시간 *

업데이트가 시작된 시간을 지정합니다.

• * 완료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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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가 완료된 시간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 * 업데이트 소요 시간 *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 * 이전 버전 *

업데이트 전에 노드의 ONTAP 버전을 지정합니다.

• * 업데이트된 버전 *

업데이트 후 노드의 ONTAP 버전을 지정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날짜 및 시간 설정을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날짜 및 시간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 창

날짜 및 시간 창에서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현재 날짜 및 시간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편집 *

시간 서버를 편집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세부 정보 영역에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날짜, 시간, 시간대, NTP 서비스 및 시간 서버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 관련 정보 *

클러스터의 시간대 설정

IP 주소 범위가 비활성화된 경우 네트워크 설정

https://["시스템 관리"]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NMP를 구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클러스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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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을 모니터링하도록 SNMP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NMP를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서 SNMP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SNMP를 사용하면 클러스터의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2. Setup* 창에서 * SNMP * 를 클릭합니다.

3. SNMP* 창에서 * 활성화 * 또는 * 비활성화 * 를 클릭합니다.

SNMP 정보를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의 Edit SNMP Settings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 위치 및 담당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의 SNMP 커뮤니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는 SNMP 프로토콜 SNMPv1, SNMPv2c 및 SNMP 커뮤니티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2. Setup* 창에서 * SNMP * 를 클릭합니다.

3. 편집 * 을 클릭합니다.

4. General * 탭에서 스토리지 시스템 및 SNMP 커뮤니티의 연락처 담당자 정보와 위치 정보를 지정합니다.

커뮤니티 이름은 32자여야 하며 /:"'|와 같은 특수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5. SNMPv3 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SNMPv3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b.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엔진 ID를 수정합니다.

c. 인증 프로토콜 * 을 선택하고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d. 개인 정보 보호 프로토콜 * 을 선택하고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e. 확인 * 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6. 확인 * 을 클릭합니다.

7. SNMP* 창에서 SNMP 설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SNMP 트랩을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SNMP 트랩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의 상태와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의 Edit SNMP Settings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SNMP 트랩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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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SNMP 트랩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2. Setup* 창에서 * SNMP * 를 클릭합니다.

3. SNMP * 창에서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4. SNMP 설정 편집 * 대화 상자에서 * 트랩 호스트 * 탭을 선택한 다음 * 트랩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하여 SNMP 트랩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5. SNMP 트랩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트랩을 보낼 호스트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추가합니다.

6. 확인 * 을 클릭합니다.

트랩 호스트 구성을 테스트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트랩 호스트 설정을 올바르게 구성했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2. Setup* 창에서 * SNMP * 를 클릭합니다.

3. SNMP * 창에서 * Test Trap Host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 을 클릭합니다.

SNMP 창

SNMP 창을 사용하면 시스템에 대한 현재 SNMP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SNMP 설정을 변경하고, SNMP

프로토콜을 활성화하고, 트랩 호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활성화/비활성화 *

SNMP를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 * 편집 *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SNMP 커뮤니티를 지정하고 트랩을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Edit SNMP Settings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테스트 트랩 호스트 *

구성된 모든 호스트에 테스트 트랩을 전송하여 테스트 트랩이 모든 호스트에 도달하는지 여부와 SNMP 구성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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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보

세부 정보 영역에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SNMP 서버 및 호스트 트랩에 대한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SNMP *

SNMP 활성화 여부를 표시합니다.

• * 트랩 *

SNMP 트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위치 *

SNMP 서버의 주소를 표시합니다.

• * 연락처 *

SNMP 서버의 연락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 트랩 호스트 IP 주소 *

트랩 호스트의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 * 커뮤니티 이름 *

SNMP 서버의 커뮤니티 이름을 표시합니다.

• * 보안 이름 *

SNMP 서버의 보안 스타일을 표시합니다.

• 관련 정보 *

https://["네트워크 관리"]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LDAP 서버를 구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사용자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LDAP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봅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클러스터의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구성된 LDAP 클라이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2. Setup * 창에서 * LDAP * 를 클릭합니다.

LDAP 클라이언트 목록이 LDAP 창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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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LDAP 서버를 사용하면 사용자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환경의 LDAP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구성하여 기존 LDAP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ONTAP는 사용자 인증, 파일 액세스 인증, NFS와 CIFS 간의 사용자 조회 및 매핑 서비스를 위해 LDAP를 지원합니다.

LDAP 창입니다

LDAP 창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 파일 액세스 인증 및 사용자 검색을 위한 LDAP 클라이언트를 보고 클러스터
수준에서 NFS와 CIFS 간에 서비스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추가 *

LDAP 클라이언트를 생성 및 구성할 수 있는 Create LDAP Client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편집할 수 있는 Edit LDAP Client 대화 상자를 엽니다. 활성 LDAP 클라이언트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 삭제 *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삭제할 수 있는 LDAP 클라이언트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활성 LDAP 클라이언트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LDAP 클라이언트 목록입니다

LDAP 클라이언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 * LDAP 클라이언트 구성 *

지정한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스토리지 가상 머신 *

각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의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스키마 *

각 LDAP 클라이언트에 대한 스키마를 표시합니다.

• * 최소 바인딩 레벨 *

각 LDAP 클라이언트의 최소 바인딩 수준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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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ive Directory 도메인 *

각 LDAP 클라이언트 구성에 대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표시합니다.

• LDAP 서버 *

각 LDAP 클라이언트 구성에 대한 LDAP 서버를 표시합니다.

• * 기본 Active Directory 서버 *

각 LDAP 클라이언트 구성에 대한 기본 Active Directory 서버를 표시합니다.

• 관련 정보 *

LDAP 클라이언트 구성 추가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삭제하는 중입니다

LDAP 클라이언트 구성 편집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을 관리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클러스터
사용자 계정을 추가, 편집 및 관리하고 로그인 사용자 방법을 지정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사용자 계정을 추가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고 스토리지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한 사용자 로그인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AML 인증이 활성화된 클러스터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SAML 인증 또는 암호 기반 인증을 추가하거나 두
가지 유형의 인증을 모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2. 관리 * 창에서 * 사용자 * 를 클릭합니다.

3. 추가 * 를 클릭합니다.

4. 새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스토리지 시스템에 접속할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한 다음 암호를 확인합니다.

6. 하나 이상의 사용자 로그인 방법을 추가한 다음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클러스터 사용자 계정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한 사용자 로그인 방법을 수정하여 클러스터 사용자
계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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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2. 관리 * 창에서 * 사용자 * 를 클릭합니다.

3. 사용자 * 창에서 수정할 사용자 계정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수정 *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로그인 방법을 수정한 다음 * 수정 * 을 클릭합니다.

클러스터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변경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2. 관리 * 창에서 * 사용자 * 를 클릭합니다.

3. 암호를 수정할 사용자 계정을 선택한 다음 * 암호 변경 * 을 클릭합니다.

4. 암호 변경 * 대화 상자에서 새 암호를 입력하고 새 암호를 확인한 다음 * 변경 * 을 클릭합니다.

클러스터 사용자 계정 잠금 또는 잠금 해제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사용자 계정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2. 관리 * 창에서 * 사용자 * 를 클릭합니다.

3. 상태를 수정할 사용자 계정을 선택하고 * 잠금 * 또는 * 잠금 해제 * 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클러스터 관리자만 해당)

클러스터 사용자 계정을 생성, 수정, 잠금, 잠금 해제 또는 삭제하거나 사용자 암호를 재설정하거나 모든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클러스터 사용자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계정 이름, 액세스 방법, 인증 방법 및 필요에 따라 사용자 로그인 방법 만들기 사용자에게 할당된 액세스
제어 역할입니다

• 계정 이름, 허용된 액세스 방법, 인증 방법, 액세스 제어 역할, 계정 상태 등의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표시합니다

• 사용자의 로그인 방법과 연결된 액세스 제어 역할을 수정합니다

사용자 계정의 모든 액세스 및 인증 방법에 대해 단일 역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액세스 방법 또는 인증 방법과 같은 사용자의 로그인 방법 삭제

• 사용자 계정의 암호 변경

• 사용자가 시스템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계정을 잠급니다

• 이전에 잠긴 사용자 계정을 잠금 해제하여 사용자가 시스템에 다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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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창

사용자 창을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고, 사용자의 암호를 재설정하고, 모든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추가 *

사용자 계정을 추가할 수 있는 사용자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사용자 로그인 방법을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수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사용자 계정의 모든 액세스 및 인증 방법에 대해 단일 역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삭제 *

선택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암호 변경 *

선택한 사용자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암호 변경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잠금 *

사용자 계정을 잠급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 목록

사용자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선택한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 * 사용자 *

사용자 계정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계정 잠김 *

사용자 계정이 잠겨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로그인 방법 영역

• * 응용 프로그램 *

사용자가 스토리지 시스템을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방법을 표시합니다. 지원되는 액세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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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콘솔(콘솔)

◦ HTTP(S)(http)

◦ ONTAP API(ontapi)

◦ 서비스 프로세서(서비스 프로세서)

◦ SSH(ssh)

• * 인증 *

기본 지원 인증 방법, 즉 ""password""를 표시합니다.

• * 역할 *

선택한 사용자의 역할을 표시합니다.

System Manager로 역할 관리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
사용자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추가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 역할을 추가하고 해당 역할의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명령 또는 명령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 또는 명령 디렉터리에 대한 역할의 액세스 수준을 제어할 수 있으며 명령 또는
명령 디렉터리에 적용되는 쿼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2. 관리 * 창에서 * 역할 * 을 클릭합니다.

3. Roles * (역할 *) 창에서 * Add * (추가 *)를 클릭합니다.

4. 역할 추가 * 대화 상자에서 역할 이름을 입력하고 역할 속성을 추가합니다.

5. 추가 * 를 클릭합니다.

역할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명령 또는 명령 디렉토리에 대한 액세스 제어 역할의 액세스를 수정하고 지정된 명령
세트에만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명령 디렉터리에 대한 역할의 액세스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2. 관리 * 창에서 * 역할 * 을 클릭합니다.

3. Roles * (역할 *) 창에서 수정할 역할을 선택한 다음 * Edit * (편집 *)를 클릭합니다.

4. 역할 편집 * 대화 상자에서 역할 속성을 수정한 다음 * 수정 * 을 클릭합니다.

5. Roles * (역할 *) 창에서 변경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109



역할 및 권한

클러스터 관리자는 제한된 액세스 제어 역할을 생성한 다음 사용자에게 역할을 할당하여 지정된 명령 집합에만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액세스 제어 역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액세스 제어 역할을 만든 다음 역할의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명령 또는 명령 디렉터리를 지정합니다.

• 명령 또는 명령 디렉터리에 대한 역할의 액세스 수준을 제어하고 명령 또는 명령 디렉터리에 적용되는 쿼리를
지정합니다.

• 명령 또는 명령 디렉터리에 대한 액세스 제어 역할의 액세스를 수정합니다.

• 역할 이름, 역할이 액세스할 수 있는 명령 또는 명령 디렉터리, 액세스 수준 및 쿼리와 같은 액세스 제어 역할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액세스 제어 역할을 삭제합니다.

• 지정된 명령 집합에만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 ONTAP API와 해당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명령을 표시합니다.

역할 창

역할 창을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과 연결된 역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추가 *

역할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액세스 제어 역할을 만들고 해당 역할의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명령 또는 명령 디렉터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편집 *

역할 속성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역할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역할 목록

역할 목록에는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 역할 목록이 제공됩니다.

역할 특성 영역

세부 정보 영역에는 선택한 역할이 액세스할 수 있는 명령 또는 명령 디렉터리, 액세스 수준 및 명령 또는 명령
디렉터리에 적용되는 쿼리와 같은 역할 특성이 표시됩니다.

• 관련 정보 *

https://["관리자 인증 및 R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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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IPspace,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서브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더넷 포트 등을 생성 및
관리하여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및 FC/FCoE 어댑터.

네트워크 창

네트워크 창을 사용하여 서브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더넷 포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등의
네트워크 구성 요소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FC/FCoE 및 NVMe 어댑터, IPspace,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를 생성,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탭

• * 서브넷 *

서브넷 목록을 보고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서브넷을 생성,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목록을 보고,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를 생성, 편집 또는 삭제하고, LIF를
마이그레이션하고, 인터페이스 상태를 변경하고, 인터페이스를 홈 포트로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이더넷 포트 *

클러스터의 포트를 확인 및 편집하고 인터페이스 그룹 및 VLAN 포트를 생성,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목록을 보고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도메인을 생성,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FC/FCoE 및 NVMe 어댑터 *

클러스터의 포트를 보고 FC/FCoE 및 NVMe 어댑터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IPspace *

IPspace 및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목록을 표시하고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IPspace를 생성,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Subnet 탭

명령 버튼

• * 생성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구성 정보가 포함된 새 서브넷을 생성할 수 있는 서브넷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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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브넷 주소, IP 주소 범위 및 게이트웨이 세부 정보와 같은 서브넷의 특정 속성을 수정할 수 있는 서브넷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선택한 서브넷을 삭제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서브넷 목록

• * 이름 *

서브넷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서브넷 IP/서브넷 마스크 *

서브넷 주소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 * 게이트웨이 *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 * 이용 가능 *

서브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의 수를 지정합니다.

• * 사용됨 *

서브넷에서 사용되는 IP 주소의 수를 지정합니다.

• * 총 개수 *

서브넷의 총 IP 주소 수(사용 가능 및 사용)를 지정합니다.

• *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

서브넷이 속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 IPspace *

서브넷이 속한 IPspace를 지정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서브넷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서브넷 범위와 사용 가능, 사용된 IP 주소 및 총 IP 주소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포함하여
선택한 서브넷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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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탭의 제한 사항

• 클러스터 LIF, 노드 관리 LIF, VIP LIF 및 BGP LIF의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LIF를 생성, 편집, 삭제, 설정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 LIF를 마이그레이션하거나 LIF를 홈 포트로 다시 전송하십시오

• 클러스터 관리 LIF의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LIF를 마이그레이션하거나 LIF를 홈 포트로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생성, 편집, 삭제, 활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LIF를 비활성화합니다.

• 인터클러스터 LIF의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LIF를 생성, 편집, 삭제,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IF를 마이그레이션하거나 LIF를 홈 포트로 다시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다음 구성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

◦ DR(재해 복구)에 대해 SVM이 구성됩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인터클러스터
LIF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SVM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편집 *

데이터 LIF에 대한 관리 액세스를 설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선택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삭제합니다.

데이터 LIF가 비활성화된 경우에만 이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 상태 *

선택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드롭다운 메뉴를 엽니다.

• * 마이그레이션 *

데이터 LIF 또는 클러스터 관리 LIF를 클러스터 내의 동일한 노드 또는 다른 노드의 다른 포트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 홈으로 전송 *

LIF를 홈 포트에 다시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 단추는 선택한 인터페이스가 홈 포트가 아닌 포트에서 호스팅되는 경우 및 홈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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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이 명령 버튼은 클러스터의 노드가 다운된 경우 비활성화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인터페이스 목록

색상 코드로 표시된 아이콘 위로 포인터를 이동하면 인터페이스의 작동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 녹색은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정합니다.

• 빨간색은 인터페이스가 비활성화됨을 나타냅니다.

• * 인터페이스 이름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스토리지 가상 머신 *

인터페이스가 속하는 SVM을 지정합니다.

• * IP 주소/WWPN *

인터페이스의 IP 주소 또는 WWPN(Worldwide Port Name)을 지정합니다.

• * 현재 포트 *

인터페이스가 호스팅되는 노드 및 포트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데이터 프로토콜 액세스 *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 * 관리 액세스 *

인터페이스에서 관리 액세스를 설정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 서브넷 *

인터페이스가 속한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 * MX 역할 *

데이터, 인터클러스터, 클러스터, 클러스터 관리 또는 노드 관리가 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운영 역할을 지정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인터페이스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홈 포트, 현재 포트, 포트의 속도, 페일오버 정책, 페일오버 그룹, 페일오버 상태와 같은
페일오버 속성, 관리 상태, 역할, IPspace,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네트워크 마스크 등의 일반 속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게이트웨이 및 DDNS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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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포트 탭

명령 버튼

• * 인터페이스 그룹 생성 *

포트를 선택하고 포트 및 네트워크 트래픽 배포의 사용을 결정하여 인터페이스 그룹을 생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룹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VLAN 생성 *

이더넷 포트 또는 인터페이스 그룹을 선택하고 VLAN 태그를 추가하여 VLAN을 생성할 수 있는 VLAN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다음 대화 상자 중 하나를 엽니다.

◦ 이더넷 포트 편집 대화 상자: 이더넷 포트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VLAN 편집 대화 상자: VLAN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페이스 그룹 편집 대화 상자: 인터페이스 그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과 연결되지 않은 VLAN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 * 삭제 *

다음 대화 상자 중 하나를 엽니다.

◦ VLAN 삭제 대화 상자: VLAN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인터페이스 그룹 삭제 대화 상자: 인터페이스 그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포트 목록

컬러 코딩된 아이콘 위로 포인터를 이동하여 포트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녹색은 포트가 활성화되도록 지정합니다.

• 빨간색은 포트가 비활성화됨을 나타냅니다.

• * 포트 *

물리적 포트, VLAN 포트 또는 인터페이스 그룹의 포트 이름을 표시합니다.

• * 노드 *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있는 노드를 표시합니다.

• *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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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표시합니다.

• IPspace *

포트가 속한 IPspace를 표시한다.

• * 유형 *

인터페이스 그룹, 물리적 인터페이스, VIP 또는 VLAN과 같은 인터페이스 유형을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포트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포트 속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 * 세부 정보 탭 *

관리 세부 정보 및 운영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작업 세부 정보의 일부로 탭에는 포트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포트가 정상 또는 성능 저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성능이
저하된 포트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변동이 발생하는 포트 또는 동일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다른 포트에 대한
연결이 없는 포트입니다.

또한 이 탭에는 선택된 포트에서 호스팅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인터페이스 이름, SVM 세부 정보 및 IP 주소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인터페이스가 홈 포트에 있는지 여부도 나타냅니다.

• * 성능 탭 *

오류율 및 처리량을 비롯한 이더넷 포트의 성능 메트릭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클라이언트 시간대 또는 클러스터 시간대를 변경하면 성능 메트릭 그래프에 영향을 줍니다. 업데이트된 그래프를
보려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탭

명령 버튼

• * 생성 *

포트를 포함할 새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만들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이름, MTU 크기 및 연결된 포트와 같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속성을 수정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선택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삭제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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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목록

• *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MTU *

MTU 크기를 지정합니다.

• IPspace *

IPspace를 지정합니다.

• * 결합된 포트 업데이트 상태 *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만들거나 편집할 때 포트 업데이트의 상태를 지정합니다. 포트 업데이트의 모든 오류는
별도의 창에 표시되며,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여 열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영역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모든 포트가 표시됩니다. 비 기본 IPspace에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업데이트 오류가 있는 포트가 있는 경우 해당 포트는 세부 정보 영역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컬러
코딩된 아이콘 위로 포인터를 이동하여 포트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녹색은 포트가 활성화되도록 지정합니다.

• 빨간색은 포트가 비활성화됨을 나타냅니다.

FC/FCoE 및 NVMe Adapters 탭

명령 버튼

• * 편집 *

어댑터의 속도를 수정할 수 있는 FC/FCoE 및 NVMe 설정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상태 *

어댑터를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거나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FC/FCoE 및 NVMe 어댑터 목록

• WWNN *

FC/FCoE 및 NVMe 어댑터의 고유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 * 노드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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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를 사용하는 노드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슬롯 *

어댑터를 사용하는 슬롯을 지정합니다.

• WWPN *

어댑터의 FC WWPN(Worldwide Port Name)을 지정합니다.

• * 상태 *

어댑터의 상태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지정합니다.

• * 속도 *

속도 설정이 자동 또는 수동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FC/FCoE 및 NVMe 어댑터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선택한 어댑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 * 세부 정보 탭 *

미디어 유형, 포트 주소, 데이터 링크 속도, 연결 상태, 작동 상태 등과 같은 어댑터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패브릭
상태 및 어댑터의 속도입니다.

• * 성능 탭 *

IOPS 및 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FC/FCoE 및 NVMe 어댑터의 성능 메트릭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클라이언트 시간대 또는 클러스터 시간대를 변경하면 성능 메트릭 그래프에 영향을 줍니다. 업데이트된 그래프를
보려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IPspace 탭

명령 버튼

• * 생성 *

새 IPspace를 생성할 수 있는 IPspace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기존 IPspace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IPspace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선택한 IPspace를 삭제합니다.

• * 새로 고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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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IPspace 목록

• * 이름 *

IPspace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IPspace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선택한 IPspace의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목록이 표시됩니다.

시스템 관리자-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IPspace 관리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시스템 관리자 클래식 을 사용하여 IPspace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IPspace 편집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기존 IPspace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모든 IPspace 이름은 클러스터 내에서 고유해야 하며 로컬 또는 localhost와 같이 시스템에서 예약한 이름으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정의 "기본" IPspace 및 ""클러스터" IPspace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네트워크 * > * IPspace * 를 클릭합니다.

2. 수정할 IPspace를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IPspace * 편집 대화 상자에서 IPspace에 대한 새 이름을 지정합니다.

4. 이름 바꾸기 * 를 클릭합니다.

IPspace 삭제

IPspace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IPspace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삭제할 IPspace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피어 관계 또는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과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시스템 정의 "기본" IPspace 및 ""클러스터" IPspace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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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네트워크 * > * IPspace * 를 클릭합니다.

2. 삭제할 IPspace를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예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https://["네트워크 관리"]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관리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및 이전 버전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설정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이름, MTU 크기 및 브로드캐스트 도메인과 연결된 포트와 같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관리 포트 e0M이 할당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MTU 크기를 수정하면 안 됩니다.

•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IPspace에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계

1. 네트워크 * > *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 을 클릭합니다.

2. 수정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편집] *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속성을 수정합니다.

4.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삭제합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삭제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서브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삭제하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과 연결된 포트가 기본 IPspace에 할당되고 포트의 MTU

설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IPspace에 있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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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네트워크 * > *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 을 클릭합니다.

2. 삭제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네트워크 창

https://["네트워크 관리"]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서브넷을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서브넷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설정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서브넷의 이름, 서브넷 주소, IP 주소 범위, 게이트웨이 주소 등과
같은 서브넷 특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IPspace에서 서브넷을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해야 합니다.

• 게이트웨이 주소를 수정해도 경로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경로를 업데이트하려면 CLI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계

1. 네트워크 * > * 서브넷 * 을 클릭합니다.

2. 수정할 서브넷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해당 서브넷의 LIF가 아직 사용 중인 경우에도 서브넷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브넷 편집] *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서브넷 속성을 수정합니다.

4.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서브넷을 삭제합니다

서브넷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서브넷에 할당된 IP 주소를 재할당하려는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서브넷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삭제할 서브넷에 서브넷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LIF가 없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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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IPspace에서 서브넷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계

1. 네트워크 * > * 서브넷 * 을 클릭합니다.

2. 삭제할 서브넷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네트워크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LIF를 생성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의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SVM을 관리하고, 인터클러스터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서브넷과 연결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는 할당된 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동적 DNS(DDNS)는 LIF가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iSCSI, NVMe 또는 FC/FCoE 프로토콜을 사용하거나 관리 액세스만 사용하도록 LIF를 인터클러스터
통신하도록 구성하는 경우 DDNS가 비활성화됩니다.

• 서브넷을 사용하거나 서브넷을 사용하지 않고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포트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 SVM의 데이터 보호 LIF를 생성하려면 SVM에 NVMe 서비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NVMeoF 가능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선택한 SVM에 NVMe 서비스가 구성된 경우에만 NVMe 프로토콜이 활성화됩니다.

단계

1. Network * > * Network Interfaces * 를 클릭합니다.

2. Create * 를 클릭합니다.

3.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만들기 * 대화 상자에서 인터페이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4. 인터페이스 역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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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그러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데이터 LIF와 연결합니다 a. 데이터 서비스 * 를 선택합니다.

b.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위한 SVM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인터클러스터 LIF와 연결합니다 a. Intercluster Connectivity * 를 선택합니다.

b.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IPspace를
선택합니다.

5. 적절한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선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SVM의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NVMe 프로토콜을 선택하면 나머지 프로토콜이 비활성화됩니다. NAS(CIFS 및 NFS) 프로토콜이
지원되는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NVMe 프로토콜을 선택하면 NVMe 전송 필드가 표시되고
FC-NVMe가 전송 프로토콜로 표시됩니다.

6. 데이터 LIF에서 관리 액세스를 활성화하려면 * 관리 액세스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FC/FCoE 또는 NVMe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터클러스터 LIF 또는 LIF에 대한 관리 액세스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7. IP 주소 할당:

원하는 작업 그러면…

서브넷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사용 * 을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IP 주소를 할당해야
하는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인터클러스터 LIF의 경우 선택한 IPspace와 연결된
서브넷만 표시됩니다.

c. 인터페이스에 특정 IP 주소를 할당하려면 * 특정 IP

주소 사용 * 을 선택한 다음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정한 IP 주소가 서브넷 범위에 아직 없는 경우
서브넷에 추가됩니다.

d. 확인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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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그러면…

서브넷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a. 서브넷 없이 * 를 선택합니다.

b. 세부 정보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i. IP 주소와 네트워크 마스크 또는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ii.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iii. 대상 필드의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새
대상 값을 지정합니다.

대상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상 필드는 IP 주소
패밀리를 기준으로 기본값으로 채워집니다.

라우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게이트웨이와 목적지를
기반으로 새 루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c. 확인 * 을 클릭합니다.

8. Port * 세부 정보 영역에서 필요한 포트를 선택합니다.

◦ 데이터 LIF의 경우 포트 세부 정보 영역에 SVM의 IPspace와 연결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모든 포트가
표시됩니다.

◦ 인터클러스터 LIF의 경우 포트 세부 정보 영역에 필요한 IPspace와 연결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모든 포트가
표시됩니다.

◦ NVMe 프로토콜을 선택한 경우 포트 세부 정보 영역에 NVMe 가능 어댑터만 표시됩니다.

9. * 선택 사항: * DDNS(동적 DNS) * 확인란을 선택하여 DDNS를 활성화합니다.

10. Create * 를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수정하여 데이터 LIF에 대한 관리 액세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ystem Manager를 통해 클러스터 LIF, 클러스터 관리 LIF 또는 노드 관리 LIF의 네트워크 설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인터클러스터 LIF에 대한 관리 액세스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Network * > * Network Interfaces * 를 클릭합니다.

2. 수정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편집 *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을 수정합니다.

4.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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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삭제하여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해제한 다음 다른 목적으로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단계

1. Network * > * Network Interfaces * 를 클릭합니다.

2. 삭제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LIF 마이그레이션

소스 포트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데이터 LIF 또는 클러스터 관리
LIF를 동일한 노드의 다른 포트 또는 클러스터 내의 다른 노드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대상 노드와 포트가 작동 중이고 소스 포트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노드에서 NIC를 제거하는 경우 NIC에 속한 포트에서 호스팅되는 LIF를 클러스터의 다른 포트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 iSCSI LIF 또는 FC LIF는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Network * > * Network Interfaces * 를 클릭합니다.

2. 마이그레이션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 migrate * 를 클릭합니다.

3. 인터페이스 마이그레이션 * 대화 상자에서 LIF를 마이그레이션할 대상 포트를 선택합니다.

4. * 선택 사항: * 대상 포트를 LIF의 새 홈 포트로 설정하려면 * Migrate permanently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마이그레이션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네트워크 창

SVM에서 iSCSI 프로토콜 구성

https://["ONTAP 개념"]

https://["네트워크 관리"]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이더넷 포트를 관리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는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이더넷
포트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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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집선 네트워크 포트의 기능을 결합하여 클라이언트에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일
모드, 정적 멀티모드 또는 동적 멀티모드(LACP) 인터페이스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용 가능한 포트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또는 인터페이스 그룹에 속하지 않거나 VLAN을 호스팅하는 가용 포트여야
합니다.

단계

1. 네트워크 * > * 이더넷 포트 * 를 클릭합니다.

2. 인터페이스 그룹 만들기 * 를 클릭합니다.

3. 인터페이스 그룹 만들기 * 대화 상자에서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 인터페이스 그룹의 이름입니다

◦ 노드

◦ 인터페이스 그룹에 포함하려는 포트입니다

◦ 포트의 사용 모드: 단일 모드, 정적 다중 모드 또는 동적 멀티모드(LACP)

◦ 네트워크 로드 분산: IP 기반, MAC 주소 기반, 순차 또는 포트

◦ 필요한 경우 인터페이스 그룹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입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VLAN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동일한 네트워크 도메인 내에서 별도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VLA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네트워크 * > * 이더넷 포트 * 를 클릭합니다.

2. VLAN 만들기 * 를 클릭합니다.

3. VLAN 생성 * 대화 상자에서 노드, 물리적 인터페이스 및 브로드캐스트 도메인(필요한 경우)을 선택합니다.

물리적 인터페이스 목록에는 이더넷 포트 및 인터페이스 그룹만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는 다른 인터페이스 그룹
또는 기존 VLAN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4. VLAN 태그를 입력한 다음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고유한 VLAN 태그를 추가해야 합니다.

5. Create * 를 클릭합니다.

이더넷 포트 설정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이중 모드 및 속도 설정과 같은 이더넷 포트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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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 * > * 이더넷 포트 * 를 클릭합니다.

2. 물리적 포트를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이더넷 포트 편집 * 대화 상자에서 양면 인쇄 모드 및 속도 설정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수정합니다.

4. 편집 * 을 클릭합니다.

인터페이스 그룹 설정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 그룹에 포트를 추가하고, 인터페이스 그룹에서 포트를 제거하고, 인터페이스
그룹에 있는 포트의 사용 모드 및 로드 분산 패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할당된 인터페이스 그룹의 MTU 설정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네트워크 * > * 이더넷 포트 * 를 클릭합니다.

2. 인터페이스 그룹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필요에 따라 인터페이스 그룹 설정을 수정한 다음 *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VLAN의 MTU 크기를 수정합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속하지 않는 VLAN 인터페이스의 MTU 크기를 수정하려면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관리 포트 e0M의 MTU 크기를 수정하면 안 됩니다.

단계

1. 네트워크 * > * 이더넷 포트 * 를 클릭합니다.

2. 수정할 VLAN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Edit VLAN *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MTU 크기를 수정한 다음 * Save * 를 클릭합니다.

VLAN을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포트에 구성된 VLAN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NIC를 슬롯에서 제거하기 전에
VLAN을 삭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VLAN을 삭제하면 VLAN을 사용하는 모든 페일오버 규칙 및 그룹에서 VLAN이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VLAN에 연결된 LIF가 없어야 합니다.

단계

1. 네트워크 * > * 이더넷 포트 * 를 클릭합니다.

2. 삭제할 VLAN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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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및 어댑터

포트는 노드 아래에 그룹화되며 노드는 선택한 프로토콜 범주에 따라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F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처리되는 경우 FCP 어댑터를 사용하는 노드만 표시됩니다. 호스팅된 인터페이스 수를 사용하면 로드가 적은
포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https://["네트워크 관리"]

https://["ONTAP 개념"]

네트워크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C/FCoE 및 NVMe 어댑터를 관리하십시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여
FC/FCoE 및 NVMe 어댑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FC/FCoE 및 NVMe 어댑터 속도 설정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에서 FC/FCoE 및 NVMe 어댑터 설정 편집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FC/FCoE 및 NVMe 어댑터 속도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Network * > * FC/FCoE 및 NVMe Adapters * 를 클릭합니다.

2. 편집할 어댑터를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FC/FCoE 및 NVMe 어댑터 설정 편집 * 대화 상자에서 어댑터 속도를 * 수동 * 또는 * 자동 * 으로 설정한 다음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네트워크 창

https://["네트워크 관리"]

제공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를 편집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 을 사용하면 필요에
따라 기존 애그리게이트의 애그리게이트 이름, RAID 유형 및 RAID 그룹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RAID4에서 RAID-DP로 애그리게이트의 RAID 유형을 수정하려면 애그리게이트에 핫 스페어를 제외한 충분한 호환
스페어 디스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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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이 LUN을 지원하는 ONTAP 시스템의 RAID 그룹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RAID0은 유일한 옵션입니다.

• 분할된 디스크의 RAID 유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RAID-DP는 분할된 디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 SnapLock 준수 애그리게이트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Aggregate가 SSD와 스토리지 풀로 구성된 경우 Aggregate의 이름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3중 패리티 디스크 크기가 10TB이고 다른 디스크의 크기가 10TB 이하인 경우 RAID 유형으로 RAID-DP 또는
RAID-TEC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중 패리티 디스크 크기가 10TB이고 다른 디스크 중 하나의 크기가 10TB를 초과하는 경우 RAID-TEC만 RAID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애그리게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편집할 Aggregate를 선택하고 * Edit * 를 클릭합니다.

3. [Aggregate 편집] *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애그리게이트 이름, RAID 유형 및 RAID 그룹 크기를 수정합니다.

4. 저장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애그리게이트 창

호환되는 스페어 디스크입니다

Storage Tiers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를 삭제합니다

ONTAP 9.7 이하에서 ONTAP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 을 사용하면 aggregate에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애그리게이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트
애그리게이트에는 시스템 구성 정보가 포함된 루트 볼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Aggregate에 포함된 모든 FlexVol 볼륨과 연결된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삭제해야 합니다.

• 애그리게이트는 오프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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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애그리게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삭제할 하나 이상의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애그리게이트 창

Storage Tiers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때 RAID 구성을 변경하십시오

Aggregate를 생성하는 동안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의 RAID 유형 및 RAID 그룹 크기 옵션의 기본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Aggregate 디스크의 디스크 유형이 FSA 또는 mSATA 이고 디스크 크기가 10T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RAID-TEC만
사용할 수 있는 RAID 유형입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애그리게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Storage Tiers * 창에서 * Add Aggregate * 를 클릭합니다.

3. 집계 만들기 * 대화 상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변경 * 을 클릭합니다.

b. RAID 구성 변경 * 대화 상자에서 RAID 유형 및 RAID 그룹 크기를 지정합니다.

공유 디스크는 RAID DP 및 RAID-TEC의 두 가지 RAID 유형을 지원합니다.

권장되는 RAID 그룹 크기는 HDD의 경우 디스크 12개에서 디스크 20개, SSD의 경우 디스크 20개에서 디스크
28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a. 저장 * 을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SD를 추가하여 캐시 프로비저닝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SSD를
스토리지 풀 또는 전용 SSD로 추가하여 캐시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SSD를 추가하면
루트 이외의 Aggregate 또는 분할된 디스크가 없는 루트 Aggregate를 Flash Pool

Aggregate로 변환하거나 기존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의 캐시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추가된 SSD 캐시는 애그리게이트 크기에 추가되지 않으며 최대 크기에서도 애그리게이트에 SSD RAID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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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캐시를 추가할 때는 파티션이 설정된 SS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SSD를 추가하여 애그리게이트에 캐시를 프로비저닝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기존의 비루트 HDD 애그리게이트 또는 분할된 디스크가 포함되지 않은 루트
애그리게이트를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로 변환하여 스토리지 풀 또는 전용 SSD를 추가하여 캐시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애그리게이트는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 스토리지 풀에 캐시 디스크로 할당할 수 있는 충분한 예비 SSD 또는 할당 유닛이 있어야 합니다.

•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ONTAP 8.3 이상이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클러스터가 혼합 버전 상태인 경우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한 다음 SSD

캐시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로 변환할 수 있는 HDD로 구성된 유효한 64비트 비루트 애그리게이트를 식별해야
합니다.

• Aggregate는 어레이 LUN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 SSD 계층 크기 및 구성에 대한 플랫폼별 및 워크로드별 모범 사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애그리게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Storage Tiers * 창에서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한 다음 * More Actions * > * Add Cache * 를 클릭합니다.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는 캐시 추가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캐시 추가 * 대화 상자에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캐시 소스를 다음과 같이 선택한 경우 수행할 작업…

지원합니다 a. 캐시를 가져올 수 있는 스토리지 풀을 선택합니다.

b. 캐시 크기를 지정합니다.

c. 필요한 경우 RAID 유형을 수정합니다.

전용 SSD SSD 크기와 포함할 SSD 수를 선택하고, 선택적으로
RAID 구성을 수정합니다.

a. 변경 * 을 클릭합니다.

b. RAID 구성 변경 대화 상자에서 RAID 유형 및 RAID

그룹 크기를 지정한 다음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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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 를 클릭합니다.

미러링된 애그리게이트의 경우 선택한 디스크 수의 2배가 추가되는 정보와 함께 * Add Cache * (캐시 추가 *)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5. 캐시 추가 * 대화 상자에서 * 예 * 를 클릭합니다.

결과

캐시 디스크가 선택한 Aggregate에 추가됩니다.

SSD를 추가하여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의 캐시 증가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SD를 스토리지 풀 또는 전용 SSD로 추가하여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의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는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 스토리지 풀에 캐시 디스크로 할당할 수 있는 충분한 예비 SSD 또는 할당 유닛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애그리게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애그리게이트 * 창에서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한 다음 * 캐시 추가 * 를 클릭합니다.

3. 캐시 추가 * 대화 상자에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캐시 소스를 다음과 같이 선택한 경우 수행할 작업…

지원합니다 캐시를 가져올 수 있는 스토리지 풀을 선택하고 캐시
크기를 지정합니다.

전용 SSD SSD 크기와 포함할 SSD 수를 선택합니다.

4. 추가 * 를 클릭합니다.

미러링된 애그리게이트의 경우 Add Cache(캐시 추가) 대화 상자에 선택한 디스크 수의 2배가 추가될 정보가
표시됩니다.

5. 캐시 추가 * 대화 상자에서 * 예 * 를 클릭합니다.

결과

캐시 디스크가 선택한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추가됩니다.

• 관련 정보 *

http://["NetApp 기술 보고서 4070: Flash Pool 설계 및 구축"^]

스토리지 풀의 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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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용량 디스크를 추가합니다

용량 디스크를 추가하여 기존 비루트 애그리게이트 또는 디스크를 포함하는 루트 애그리게이트의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선택한 ONTAP 디스크 유형의 HDD 또는 SSD를 추가하고 RAID 그룹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애그리게이트는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 호환 가능한 스페어 디스크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Aggregate의 다른 디스크와 동일한 크기의 디스크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ggregate의 다른 디스크보다 작은 디스크를 추가하면 구성에서 이 애그리게이트가 최적화되지 않으므로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ggregate의 기존 RAID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보다 더 큰 디스크를 추가하면 디스크의 크기가 축소되고
해당 RAID 그룹의 다른 디스크에 비해 공간이 줄어듭니다. Aggregate에 새로운 RAID 그룹이 생성되고 유사한
크기의 디스크가 새 RAID 그룹에 남아 있는 경우, 디스크는 다운사이징되지 않습니다.

Aggregate의 다른 디스크와 크기가 다른 디스크를 추가하면 선택한 디스크가 추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 가능한 크기가 90%에서 105% 사이인 다른 디스크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744GB 디스크의 경우
669GB ~ 781GB 범위의 모든 디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의 모든 스페어 디스크에 대해 ONTAP는 먼저
분할된 디스크만 선택한 다음 분할되지 않은 디스크만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분할된 디스크와 분할되지 않은
디스크를 모두 선택합니다.

•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다음 구성에 HDD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SSD만 포함하는 애그리게이트

◦ 파티션이 있는 디스크를 포함하는 루트 애그리게이트 CLI를 사용하여 이러한 구성에 HDD를 추가해야 합니다.

• 공유 디스크는 RAID DP 및 RAID-TEC의 두 가지 RAID 유형을 지원합니다.

• 스토리지 풀에 SS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RAID 그룹 유형이 RAID DP인 경우, FSA 또는 mSATA 디스크 유형이 10TB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당 디스크를 '새
RAID 그룹' 또는 '모든 RAID 그룹’이 아닌 '특정 RAID 그룹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크기를 기존 애그리게이트의 기존 RAID 그룹에 있는 디스크 크기로 축소한 후 디스크가 추가됩니다.

• RAID 그룹 유형이 RAID-TEC 이고 크기가 10TB 이상인 SSA 또는 mSATA 디스크 유형을 추가할 경우 모든 RAID

그룹, 새 RAID 그룹, 특정 RAID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크기를 기존 애그리게이트의 기존 RAID 그룹에 있는 디스크 크기로 축소한 후 디스크가 추가됩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애그리게이트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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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orage Tiers * 창에서 용량 디스크를 추가할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한 다음 menu: More Actions [Add Capacity]

를 클릭합니다.

3. [용량 추가] * 대화 상자에서 다음 정보를 지정합니다.

a. 추가할 디스크 유형 * 옵션을 사용하여 용량 디스크의 디스크 유형을 지정합니다.

b. 디스크 수 또는 파티션 수 * 옵션을 사용하여 용량 디스크 수를 지정합니다.

4. Add Disks to * 옵션을 사용하여 용량 디스크를 추가할 RAID 그룹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System Manager는 용량 디스크를 모든 RAID 그룹에 추가합니다.

a. 변경 * 을 클릭합니다.

b. RAID Group Selection* 대화 상자에서 * Add Disks to * 옵션을 사용하여 RAID 그룹을 "New RAID group"

또는 "Specific RAID group"으로 지정합니다.

공유 디스크는 새 RAID 그룹 옵션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 를 클릭합니다.

미러링된 애그리게이트의 경우 선택한 디스크 수의 2배가 추가되는 정보와 함께 * Add Capacity * (용량 추가)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6. 용량 추가 * 대화 상자에서 * 예 * 를 클릭하여 용량 디스크를 추가합니다.

결과

용량 디스크가 선택한 Aggregate에 추가되고 애그리게이트 크기가 증가합니다.

• 관련 정보 *

호환되는 스페어 디스크입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용량 디스크를 추가할 때 RAID 그룹을 변경하십시오

용량 디스크(HDD)를 애그리게이트에 추가할 때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는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디스크를 추가할 RAID 그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RAID 유형이 RAID-DP인 경우, FSA 또는 mSATA 유형의 디스크 크기가 10TB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당 디스크를
새 RAID 그룹이나 모든 RAID 그룹에 추가하지 않고 특정 RAID 그룹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크기를 기존 애그리게이트의 크기로 축소한 후 디스크가 추가됩니다.

• RAID 그룹이 RAID-TEC인 경우, 크기가 10TB 이상인 SSA 또는 mSATA 유형의 디스크를 추가할 경우 모든 RAID

그룹, 새 RAID 그룹 및 특정 RAID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크기를 기존 애그리게이트의 크기로 축소한 후 디스크가 추가됩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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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애그리게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Storage Tiers * 창에서 용량 디스크를 추가할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한 다음 menu: More Actions [Add Capacity]

를 클릭합니다.

3. Add Capacity * (용량 추가 *) 대화 상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변경 * 을 클릭합니다.

b. RAID 구성 변경 * 대화 상자에서 용량 디스크를 추가할 RAID 그룹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인 모든 RAID 그룹을 특정 RAID 그룹 또는 새 RAID 그룹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c. 저장 * 을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lexVol 볼륨을 이동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FlexVol 볼륨을
다른 Aggregate 또는 다른 노드로 중단 없이 이동하여 용량 활용률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보호 볼륨을 이동하는 경우 볼륨을 이동하기 전에 데이터 보호 미러링 관계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서 호스팅되는 볼륨을 이동하는 경우 HDD 계층에 저장된 데이터만 대상
애그리게이트로 이동됩니다.

볼륨과 연결된 캐시된 데이터는 대상 애그리게이트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볼륨을 이동한 후에 성능이 약간
저하될 수 있습니다.

• SnapLock 애그리게이트에서는 볼륨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재해 복구용으로 구성된 SVM에서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로 볼륨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애그리게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볼륨이 포함된 Aggregate를 선택한 다음, 추가 작업 [볼륨 이동]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4.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 마침 * 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시스템 관리자-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 미러링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방식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단일 애그리게이트 내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미러링하여 복원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러링 애그리게이트는 디스크 및 어레이 LUN에 연결할 때 단일 장애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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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른 풀에는 Aggregate를 미러링하기에 충분한 가용 디스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캐시 소스가 스토리지 풀인 경우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를 미러링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애그리게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미러링할 집계를 선택한 다음 메뉴 추가 작업 [미러]를 클릭합니다.

SyncMirror는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 Mirror this aggregate * 대화 상자에서 * Mirror * 를 클릭하여 미러링을 시작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 정보를 확인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애그리게이트 창을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에 대한 이름, 상태 및 공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애그리게이트 * 를 클릭합니다.

2. 선택한 애그리게이트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애그리게이트 이름을 클릭합니다.

StorageGRID with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CA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ONTAP에서 StorageGRID를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의 오브젝트 저장소로 인증하려면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torageGRID CA 인증서를 클러스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StorageGRID 시스템 설명서에 따라 그리드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StorageGRID 시스템의 CA 인증서를
복사합니다.

https://["StorageGRID 11.3 관리자 안내서"]

StorageGRID를 클라우드 계층으로 추가하는 동안 CA 인증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StorageGRID CA 인증서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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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은 StorageGRID CA 인증서의 사용자 지정 일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 *

클라우드 계층 추가

HDD를 시스템 관리자-ONTAP 9.7 이하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효율적인 ONTAP 디스크 유형을 사용하십시오

Data ONTAP 8.1부터 특정 ONTAP 디스크 유형은 Aggregate를 생성 및 추가하고 스페어를
관리할 때 동일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ONTAP는 각 디스크 유형에 대해 유효한 디스크 유형을
할당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동일한
유효 디스크 유형의 HDD를 혼합할 수 있습니다.

RAID.disktype.enable 옵션을 off로 설정하면 동일한 Aggregate 내에서 특정 유형의 HDD를 혼합할 수 있습니다.

RAID.disktype.enable 옵션을 On으로 설정하면 유효 디스크 유형이 ONTAP 디스크 유형과 동일합니다.

애그리게이트는 한 가지 디스크 유형만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RAID.disktype.enable 옵션의 기본값은
off입니다.

Data ONTAP 8.2부터는 raid.mix.hdd.disktype.capacity` 옵션을 On으로 설정해야 BSAS, FSA, ATA 유형의
디스크가 혼용됩니다. FCAL과 SAS 유형의 디스크를 혼합하려면 RAID.Mix.HDD.disktype.performance 옵션을
On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디스크 유형이 효과적인 디스크 유형에 매핑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ONTAP 디스크 유형입니다 유효 디스크 유형입니다

FCAL(보정 SAS를 참조하십시오

SAS를 참조하십시오 SAS를 참조하십시오

아타 CSA

BSAS CSA

FCAL 및 SAS SAS를 참조하십시오

mSATA mSATA

CSA CSA

System Manager - ONTAP 9.7 및 이전 버전의 호환 스페어 디스크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서는 호환되는 스페어
디스크가 aggregate의 다른 디스크 속성과 일치하는 디스크입니다. HDD(용량 디스크)를
추가하거나 애그리게이트의 RAID 유형을 RAID4에서 RAID-DP로 변경하여 기존
애그리게이트의 크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애그리게이트에 충분한 호환 스페어 디스크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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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일치해야 하는 디스크 속성은 디스크 유형, 디스크 크기(동일한 디스크 크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더 큰 크기의
디스크), 디스크 RPM, 체크섬, 노드 소유자, 풀, 및 공유 디스크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더 큰 크기의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디스크 축소가 발생하고 모든 디스크의 크기가 가장 낮은 디스크 크기로 축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공유 디스크는 더 큰 크기의 비공유 디스크와 일치하며, 비공유 디스크는 공유 디스크로 변환되어 스페어로 추가됩니다.

디스크 유형 혼합 및 디스크 RPM 혼합과 같은 RAID 혼합 옵션이 RAID 그룹에 대해 활성화된 경우, Aggregate의 기존
디스크의 디스크 유형 및 디스크 RPM은 호환 가능한 스페어를 얻기 위해 스페어 디스크의 유효 디스크 유형 및 유효
디스크 RPM과 일치합니다.

• 관련 정보 *

용량 디스크 추가 중

집계 편집

ONTAP 9.7 이전의 핫 스페어와 System Manager의 작동 방식

핫 스페어는 스토리지 시스템에 할당되지만 RAID 그룹에서 사용되지 않는 디스크입니다. 핫
스페어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으며 RAID 그룹에서 디스크 장애가 발생할 경우 RAID 그룹에
할당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서는 가장 큰
디스크를 핫 스페어로 사용합니다.

RAID 그룹에 서로 다른 디스크 유형이 있는 경우 각 디스크 유형의 가장 큰 디스크가 핫 스페어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RAID 그룹에 SATA 디스크 10개와 SAS 디스크 10개가 있는 경우 가장 큰 SATA 디스크와 가장 큰 크기의 SAS

디스크가 핫 스페어로 사용됩니다.

가장 큰 크기의 디스크를 파티셔닝하면 핫 스페어가 파티션된 RAID 그룹과 분할되지 않은 RAID 그룹에 대해 별도로
제공됩니다. 가장 큰 크기의 디스크가 분할되지 않은 경우 단일 스페어 디스크가 제공됩니다.

디스크 그룹에 루트 파티션이 있는 경우 가장 큰 크기의 분할되지 않은 디스크는 핫 스페어로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분할되지 않은 디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스페어 루트 파티션은 루트 분할된 그룹의 핫 스페어로 남게
됩니다.

단일 스페어 디스크는 여러 RAID 그룹의 핫 스페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는 노드 레벨의
RAID.min_spare_count 옵션에 설정된 값을 기준으로 핫 스페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SSD RAID 그룹에 10개의
SSD가 있고 노드 레벨에서 RAID.min_spare_count 옵션이 '1’로 설정된 경우 System Manager에서는 1개의 SSD를
핫 스페어로 두고 다른 9개의 SSD를 SSD 관련 작업에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HDD RAID 그룹에 10개의 HDD가
있고 노드 레벨에서 RAID.min_spare_count 옵션이 "2"로 설정된 경우 System Manager는 2개의 HDD를 핫
스페어로 남겨 두고 다른 8개의 HDD를 HDD 관련 작업에 사용합니다.

Aggregate를 생성하고, 애그리게이트를 편집하고, HDD 또는 SSD를 애그리게이트에 추가할 때 System Manager는
RAID 그룹에 핫 스페어 규칙을 적용합니다. 핫 스페어 규칙은 스토리지 풀을 생성하거나 기존 스토리지 풀에 디스크를
추가할 때도 사용됩니다.

System Manager의 핫 스페어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다중 디스크 캐리어의 mSATA 또는 디스크의 경우 핫 스페어 수는 노드 레벨에서 설정된 값의 두 배이며 숫자는
언제든지 2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 디스크가 어레이 LUN 또는 가상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의 일부인 경우 핫 스페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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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 - ONTAP 9.7 및 그 이전 버전에서 디스크 유형 및 디스크 RPM을 표시하는 규칙을 나타냅니다

Aggregate를 생성하여 Aggregate에 용량 디스크를 추가할 경우,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 디스크 유형과 디스크 RPM을 표시할 때 적용되는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디스크 유형 혼합 및 디스크 RPM 혼합 옵션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실제 디스크 유형 및 실제 디스크 RPM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혼합 옵션을 활성화하면 실제 디스크 유형과 실제 디스크 RPM 대신 유효 디스크 유형과 유효 디스크 RPM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혼합 옵션을 사용하면 System Manager에서 BSAS 디스크를 SSA로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크 RPM 혼합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디스크의 RPM이 10K와 15K인 경우 System Manager는 유효
RPM을 10K로 표시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하기 위한 스토리지 권장 사항입니다

System Manager 9.4부터는 스토리지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지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한 Aggregate 생성이 고객 환경에서
지원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환경에서 스토리지 권장 사항에 따라
애그리게이트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RAID 정책 및 디스크 구성을 결정한 다음
애그리게이트를 수동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는 클러스터에서 사용 가능한 스페어 디스크를 분석하고 모범 사례에 따라 스페어 디스크를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에는 이름과 사용 가능한 크기를
포함하여 권장되는 애그리게이트의 요약이 표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토리지 권장사항은 현재 환경에 가장 적합합니다. 하지만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이거나 환경에 다음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애그리게이트를 수동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 타사 어레이 LUN을 사용하는 Aggregate

• Cloud Volumes ONTAP 또는 ONTAP Select가 있는 가상 디스크

• MetroCluster 구성

• SyncMirror 기능

• mSATA 디스크

•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로 전환 가능

• 노드에 여러 디스크 유형 또는 크기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환경에 다음과 같은 디스크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스토리지 권장 사항을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하기 전에 디스크 조건을 수정해야 합니다.

• 디스크가 누락되었습니다

• 스페어 디스크 숫자의 변동

• 할당되지 않은 디스크

• 제로화되지 않은 스페어(9.6 이전의 ONTAP 버전용)

• 유지 관리 테스트를 진행 중인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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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https://["디스크 및 애그리게이트 관리"]

스페어 디스크를 제로화하는 중입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및 그 이전 버전의 Storage Tiers 창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및 Earier에서 사용 가능)에서 Storage Tiers

창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전체 공간 세부 정보를 보고 애그리게이트 세부 정보를 추가 및 볼 수
있습니다.

Internal Tier 패널 또는 Performance Tier 패널에 클러스터에 All-Flash(All-SSD) 애그리게이트가 포함된 경우,

클러스터 전반의 공간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애그리게이트의 총 크기 합계, 클러스터 내
애그리게이트가 사용하는 공간, 클러스터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클라우드 계층 패널에는 클러스터에 있는 라이센스가 부여된 총 클라우드 계층, 클러스터에 사용된 라이센스 공간 및
클러스터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공간이 표시됩니다. Cloud Tier 패널에는 사용 중인 라이센스가 없는 클라우드
용량도 표시됩니다.

Aggregate는 유형별로 그룹화되며 애그리게이트 패널에는 총 애그리게이트 공간, 사용된 공간 및 사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비활성(콜드) 데이터를 SSD(Solid State Drive) 또는 All Flash FAS 애그리게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하는 공간도 표시됩니다. 집계를 선택하고 집계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집계 추가 *

Aggregate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조치 *

에서는 다음 옵션을 제공합니다.

◦ * 상태를 * 로 변경합니다

선택한 애그리게이트의 상태를 다음 상태 중 하나로 변경합니다.

▪ * 온라인 *

이 애그리게이트에 포함된 볼륨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 * 오프라인 *

읽기 및 쓰기 액세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제한 *

패리티 재구성과 같은 일부 작업은 허용되지만 데이터 액세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용량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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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HDD 또는 SSD)을 기존 애그리게이트에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

◦ * 캐시 추가 *

캐시 디스크(SSD)를 기존 HDD 애그리게이트 또는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는 캐시 디스크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All-Flash 최적화 속성을 가진 노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에서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미러 *

애그리게이트를 미러링할 수 있습니다.

◦ * 볼륨 이동 *

FlexVol 볼륨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영역

애그리게이트 이름을 클릭하여 애그리게이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개요 탭 *

선택한 Aggregate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하고 애그리게이트의 공간 할당, 애그리게이트의 공간 절약 및
애그리게이트의 성능을 그림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 * 디스크 정보 탭 *

선택한 애그리게이트의 디스크 레이아웃 정보를 표시합니다.

• 볼륨 탭 *

Aggregate의 총 볼륨 수, 총 애그리게이트 공간 및 Aggregate에 커밋된 공간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 성능 탭 *

처리량 및 IOPS를 포함하여 애그리게이트의 성능 메트릭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처리량 및 IOPS를 위해
읽기, 쓰기, 총 전송에 대한 성능 메트릭 데이터가 표시되고, SSD와 HDD의 데이터는 별도로 기록됩니다.

클라이언트 시간대 또는 클러스터 시간대를 변경하면 성능 메트릭 그래프에 영향을 줍니다. 클라이언트 시간대 또는
클러스터 시간대를 변경하는 경우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 업데이트된 그래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 *

클라우드 계층 추가

클라우드 계층에 애그리게이트 연결

클라우드 계층 삭제

클라우드 계층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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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리게이트를 통한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애그리게이트 삭제

집계 편집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계층을 구성 및 관리합니다

ONTAP System Manger Classic(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계층을 구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계층에 저장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계층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계층은 데이터 액세스 빈도 여부에 따라 데이터를 계층에
저장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ONTAP 9.2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모든 플래시(All SSD) 애그리게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계층 추가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SD 애그리게이트 또는 VMDK(가상 머신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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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리게이트에 클라우드 계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계층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객체 저장소에 연결하려면 액세스 키 ID와 암호 키가 있어야 합니다.

• 오브젝트 저장소 내에 버킷을 만들어야 합니다.

• 클러스터와 클라우드 계층 간에는 네트워크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 클라우드 계층과 클러스터 간의 통신이 SSL 또는 TLS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경우 필요한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다음 오브젝트 저장소를 클라우드 계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torageGRID

• Alibaba Cloud(System Manager 9.6부터 시작)

• AWS(Amazon Web Services) S3(Simple Storage Service)

• AWS(Amazon Web Services) C2S(Commercial Cloud Service)

• Microsoft Azure Blob 저장소

• IBM 클라우드

• Google 클라우드

• 온프레미스 Azure 서비스인 Azure Stack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StorageGRID 이외의 클라우드 계층으로 오브젝트 저장소를 사용하려면 FabricPool 용량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추가 * 를 클릭하여 라이선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IBM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Cleversafe 등)을 FabricPool와 함께 사용하려면 CA(인증
기관) 인증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Object Store Certificate * 전환 버튼을 이동하고 인증서 자격
증명을 지정하여 CA 인증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클라우드 계층 * 을 클릭합니다.

2. 추가 * 를 클릭합니다.

지원되는 모든 개체 저장소 공급자를 나열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목록에서 클라우드 계층으로 지정할 오브젝트 저장소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Add Cloud Tier 창이 표시됩니다.

4. Region * (지역 *) 필드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영역을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 서비스 이름(FQDN) * 필드가 자동으로 서버 끝점으로 채워집니다.

5. 클라우드 계층의 액세스 키 ID, 클라우드 계층의 비밀 키 및 컨테이너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 C2S(Commercial Cloud Service)를 유형으로 선택한 경우 CAP URL, 서버 CA 인증서,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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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6. 다음 설정을 수정하려면 고급 옵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 고급 옵션 * 대화 상자
창을 표시하려면:

◦ 클라우드 계층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포트 번호입니다

◦ 클라우드 계층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 SSL * 옵션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7. * 선택 사항: * StorageGRID에 대한 클라우드 계층을 추가하거나 FabricPool에 IBM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Cleversafe 등)을 사용하려면 CA 인증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Object Store Certificate * 전환 버튼을
이동하고 인증서 내용을 복사하여 CA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서명된 인증서에 인증서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8. IPspace * 목록에서 클라우드 계층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IPspace를 선택합니다.

9. 클라우드 계층을 저장하려면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10. Save and Attach Aggregate * 를 클릭하여 클라우드 계층을 저장하고 애그리게이트를 클라우드 계층에
연결합니다.

클라우드 계층에 애그리게이트 연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All-Flash 애그리게이트를 클라우드 계층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는 클라우드 계층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클러스터에 클라우드 계층을 추가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클라우드 계층 * 을 클릭합니다.

2. Aggregate * 열에 사용된 * 열에서 * 애그리게이트 첨부 * 를 클릭합니다.

Attach aggregate(애그리게이트 연결) 창이 표시됩니다.

3. 클라우드 계층에 연결할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합니다.

4. 저장 * 을 클릭합니다.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수동으로 생성하여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하여 클라우드 계층을 SSD 애그리게이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클라우드 계층을 생성하여 SSD 애그리게이트로 구성된 클러스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 사내 클라우드 계층이 생성되었어야 합니다.

• 클라우드 계층과 애그리게이트 간에는 전용 네트워크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다음 오브젝트 저장소를 클라우드 계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torage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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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baba Cloud(System Manager 9.6부터 시작)

• AWS(Amazon Web Services) S3(Simple Storage Service)

• AWS(Amazon Web Services) C2S(Commercial Cloud Service)

• Microsoft Azure Blob 저장소

• IBM 클라우드

• Google 클라우드

• 온프레미스 Azure 서비스인 Azure Stack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StorageGRID 이외의 클라우드 계층으로 오브젝트 저장소를 사용하려면 FabricPool 용량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Applications & Tiers * > * Storage Tiers * > * Add Aggregate * 를 클릭합니다.

◦ 스토리지 * > * 집계 및 디스크 * > * 집계 * >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2. Aggregate를 생성하려면 * Manually Create Aggregate *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3.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 생성:

a. Aggregate 이름, 디스크 유형 및 Aggregate에 포함할 디스크 또는 파티션의 수를 지정합니다.

All-Flash(All SSD) 애그리게이트만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지원합니다.

최소 핫 스페어 규칙은 디스크 크기가 가장 큰 디스크 그룹에 적용됩니다.

b. * 선택 사항: * 애그리게이트의 RAID 구성을 수정합니다.

i. 변경 * 을 클릭합니다.

ii. RAID 구성 변경 대화 상자에서 RAID 유형과 RAID 그룹 크기를 지정합니다.

공유 디스크는 RAID-DP와 RAID-TEC의 두 가지 RAID 유형을 지원합니다.

iii. 저장 * 을 클릭합니다.

4. FabricPool *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클라우드 계층을 선택합니다.

5. Create * 를 클릭합니다.

볼륨의 계층화 정책을 변경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비활성 상태가 될 때 볼륨 데이터가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되는지 여부를
제어하기 위해 볼륨의 기본 계층화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계층화 정책을 변경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 추가 작업 * > * 계층화 정책 변경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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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층화 정책 * 목록에서 필요한 계층화 정책을 선택한 다음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클라우드 계층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계층의 구성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할 수 있는 구성 세부 정보에는
이름,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포트, 액세스 키 ID, 비밀 키 및 개체 저장소 인증서가 포함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클라우드 계층 * 을 클릭합니다.

2. 편집할 클라우드 계층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Edit Cloud Tier * 창에서 클라우드 계층 이름, FQDN, 포트, 액세스 키 ID, 비밀 키를 수정합니다. 및 오브젝트
저장소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AWS C2S(Commercial Cloud Service) 클라우드 계층을 선택한 경우 서버 CA 인증서 및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저장 * 을 클릭합니다.

클라우드 계층을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클라우드 계층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클라우드 계층과 연결된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삭제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클라우드 계층 * 을 클릭합니다.

2. 삭제할 클라우드 계층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어떤 클라우드 계층 및 계층화 정책인지 설명합니다

클라우드 계층은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를 위한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All-Flash(All-SSD) 애그리게이트를 클라우드 계층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계층화 정책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볼륨에 대해 다음 계층화 정책 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스냅샷 전용 *

현재 액티브 파일 시스템에서 참조하고 있지 않은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만 이동합니다. 스냅샷 전용 정책은 기본
계층화 정책입니다.

• * 자동 *

비활성(콜드) 데이터 및 스냅샷 복사본을 액티브 파일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합니다.

• * 백업(System Manager 9.5용) *

데이터 보호(DP) 볼륨의 새로 전송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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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System Manager 9.6부터) *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합니다.

• * 없음 *

볼륨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비활성(콜드)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성능 계층에서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를 비활성(콜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31일 동안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는 비활성화됩니다.

비활성 데이터는 애그리게이트 레벨, 클러스터 레벨 및 볼륨 레벨에 표시됩니다. 애그리게이트 또는 클러스터에 대한
비활성 데이터는 해당 애그리게이트 또는 클러스터에서 비활성 스캔이 완료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 및 SSD 애그리게이트에 대해 비활성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FlexGroups에 대한 비활성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Cloud Tier 창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계층을 추가, 편집, 삭제하고 클라우드 계층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계층 창에는 클러스터에 있는 라이센스가 부여된 총 클라우드 계층 수, 클러스터에 사용된 라이센스 공간 및
클러스터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공간이 표시됩니다. Cloud Tier 창에는 사용 중인 라이센스가 없는 클라우드 용량도
표시됩니다.

명령 버튼

• * 추가 *

클라우드 계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애그리게이트 연결 *

애그리게이트를 클라우드 계층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 삭제 *

선택한 클라우드 계층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편집 *

선택한 클라우드 계층의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영역

클라우드 계층 목록, 오브젝트 저장소 세부 정보, 사용된 애그리게이트, 사용된 용량 등 클라우드 계층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Alibaba Cloud, Amazon AWS S3, AWS C2S(Commercial Cloud Service), Google Cloud, IBM Cloud, Microsoft

Azure Blob 스토리지 또는 StorageGRID를 CLI(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계층을 생성하는 경우 이
클라우드 계층은 System Manager에 다른 계층으로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이 클라우드 계층에 애그리게이트를 연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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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StorageGRID를 사용하는 경우 CA 인증서 설치

Storage Tiers 창

System Manager로 애그리게이트 관리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다양한 보안, 백업, 성능 및
데이터 공유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애그리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애그리게이트 창

애그리게이트 창을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에 대한 정보를 생성, 표시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Aggregate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Aggregate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편집 *

Aggregate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Aggregate의 이름이나 Aggregate에 제공할 RAID 보호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삭제 *

선택한 애그리게이트를 삭제합니다.

루트 애그리게이트에 대해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추가 작업 *

에서는 다음 옵션을 제공합니다.

• * 상태를 * 로 변경합니다

선택한 애그리게이트의 상태를 다음 상태 중 하나로 변경합니다.

◦ 온라인

이 애그리게이트에 포함된 볼륨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 오프라인

읽기 및 쓰기 액세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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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티 재구성과 같은 일부 작업은 허용되지만 데이터 액세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용량 추가 *

용량(HDD 또는 SSD)을 기존 애그리게이트에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

• * 캐시 추가 *

캐시 디스크(SSD)를 기존 HDD 애그리게이트 또는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All-Flash 최적화 속성을 가진 노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에서는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미러 *

애그리게이트를 미러링할 수 있습니다.

• * 볼륨 이동 *

FlexVol 볼륨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 클라우드 계층 연결 * 을 선택합니다

클라우드 계층을 애그리게이트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집계 목록

각 애그리게이트의 이름 및 공간 사용 정보가 표시됩니다.

• * 상태 *

집계 상태를 표시합니다.

• * 이름 *

애그리게이트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노드 *

Aggregate의 디스크가 할당된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 필드는 클러스터 수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유형 *

집계 유형을 표시합니다.

All-Flash 최적화 속성을 가진 노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에는 이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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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됨(%) *

Aggregate에 사용된 공간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 * 사용 가능한 공간 *

Aggregate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표시합니다.

• * 사용된 공간 *

Aggregate의 데이터에 사용되는 공간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 * 총 공간 *

Aggregate의 총 공간을 표시합니다.

• * FabricPool *

선택한 애그리게이트를 클라우드 계층에 연결할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클라우드 계층 *

선택한 애그리게이트는 클라우드 계층에 연결된 경우 클라우드 계층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 * 볼륨 수 *

Aggregate와 연결된 볼륨의 수를 표시합니다.

• * 디스크 수 *

Aggregate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디스크 수를 표시합니다.

• * Flash Pool *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의 총 캐시 크기가 표시됩니다. NA 값은 Aggregate가 Flash Pool Aggregate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All-Flash 최적화 속성을 가진 노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에는 이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 미러링 *

Aggregate가 미러링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SnapLock 유형 *

Aggregate의 SnapLock 유형을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선택한 Aggregate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Aggregate를 선택하십시오. 세부 정보 표시 를 클릭하여 선택한
애그리게이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 개요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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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Aggregate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하고 애그리게이트의 공간 할당, 애그리게이트의 공간 절약, IOPS 및
총 데이터 전송 성능의 그림 표현을 표시합니다.

• * 디스크 정보 탭 *

디스크 이름, 디스크 유형, 물리적 크기, 사용 가능한 크기, 디스크 위치 등의 디스크 레이아웃 정보를 표시합니다.

디스크 상태, 플렉스 이름, 플렉스 상태, RAID 그룹, RAID 유형, 및 선택한 애그리게이트의 스토리지 풀(있는 경우
)이 있습니다. 다중 경로 구성을 위해 디스크 기본 경로와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 포트 및 디스크 이름과 디스크 보조
경로도 표시됩니다.

• 볼륨 탭 *

Aggregate의 총 볼륨 수, 총 애그리게이트 공간 및 Aggregate에 커밋된 공간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 성능 탭 *

처리량 및 IOPS를 포함하여 애그리게이트의 성능 메트릭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처리량 및 IOPS를 위해
읽기, 쓰기, 총 전송에 대한 성능 메트릭 데이터가 표시되고, SSD와 HDD의 데이터는 별도로 기록됩니다.

클라이언트 시간대 또는 클러스터 시간대를 변경하면 성능 메트릭 그래프에 영향을 줍니다. 업데이트된 그래프를
보려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 관련 정보 *

애그리게이트를 통한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애그리게이트 삭제

집계 편집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풀을 관리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풀을
생성하여 여러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서 SSD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풀을 생성합니다

스토리지 풀은 SSD(캐시 디스크)의 모음입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SSD를 결합하여 스토리지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A 쌍 간에 SSD와 SSD 스페어를 공유하여 동시에 2개 이상의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스토리지 풀을 통해 SSD와 SSD 스페어를 할당하려면 HA 쌍의 두 노드가 모두 가동 및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 스토리지 풀에는 최소 3개의 SSD가 있어야 합니다.

• 스토리지 풀의 모든 SSD는 동일한 HA 쌍이 소유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에서는 SSD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풀에 디스크를 추가할 때 SSD RAID 그룹에 핫 스페어 규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SSD RAID 그룹에 10개의 SSD가 있고 노드 레벨에서 RAID.min_spare_count 옵션이 '1’로
설정된 경우 System Manager에서는 1개의 SSD를 핫 스페어로 두고 다른 9개의 SSD를 SSD 관련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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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풀을 생성할 때는 파티션이 설정된 SS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스토리지 풀 * 을 클릭합니다.

2. Storage Pools * 창에서 * Create * 를 클릭합니다.

3. Create Storage Pool * 대화 상자에서 스토리지 풀의 이름, 디스크 크기 및 디스크 수를 지정합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풀에 디스크를 추가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기존 스토리지 풀에 SSD를 추가하고 캐시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토리지 풀을 통해 SSD와 SSD 스페어를 할당하려면 HA 쌍의 두 노드가 모두 가동 및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스토리지 풀에 추가하는 SSD는 스토리지 풀 캐시를 사용하는 애그리게이트 및 스토리지 풀의 여유 공간에 비례하여
분산됩니다.

• System Manager에서는 SSD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풀에 디스크를 추가할 때 SSD RAID 그룹에 핫 스페어 규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SSD RAID 그룹에 10개의 SSD가 있고 노드 레벨에서 RAID.min_spare_count 옵션이 '1’로 설정된
경우 System Manager에서는 1개의 SSD를 핫 스페어로 두고 다른 9개의 SSD를 SSD 관련 작업에 사용합니다.

•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풀에 디스크를 추가할 때는 파티션이 설정된 SS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스토리지 풀 * 을 클릭합니다.

2. Storage Pools * 창에서 스토리지 풀을 선택한 다음 * Add Disks * 를 클릭합니다.

3. 디스크 추가 * 대화 상자에서 추가할 디스크 수를 지정합니다.

4. 다음 * 을 클릭합니다.

5. Summary * 대화 상자에서 다양한 Aggregate와 스토리지 풀의 사용 가능한 공간 간에 캐시가 어떻게 분산되는지
검토합니다.

6. 추가 * 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풀을 삭제합니다

스토리지 풀의 캐시가 최적화되지 않았거나 aggregate 또는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스토리지 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에서 스토리지 풀 삭제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토리지 풀은 어떠한 애그리게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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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스토리지 풀 * 을 클릭합니다.

2. Storage Pools * 창에서 삭제할 스토리지 풀을 선택한 다음 * Delete * 를 클릭합니다.

3. 스토리지 풀 삭제 * 대화 상자에서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SSD 스토리지 풀을 사용합니다

여러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서 SSD를 공유하려면 SSD를 _storage pool_에 추가하면 됩니다. 스토리지 풀에
SSD를 추가한 후에는 SSD를 더 이상 독립 실행형 엔터티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스토리지 풀을 사용하여 SSD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를 할당하거나 할당해야 합니다.

특정 HA(고가용성) 쌍에 대한 스토리지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스토리지 풀의 할당 유닛을 동일한
HA 쌍이 소유한 하나 이상의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를 애그리게이트에 속해 있는
동일한 노드에서 디스크를 소유해야 디스크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풀은 스토리지 풀을 소유한 노드 중
하나가 소유한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만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Flash Pool 캐시의 양을 늘려야 하는 경우 스토리지 풀을 사용 중인 Flash Pool 캐시의 RAID 유형에 대한
최대 RAID 그룹 크기까지 스토리지 풀에 SSD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토리지 풀에 SSD를 추가하면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이미 할당된 할당 유닛을 비롯하여 스토리지 풀의 할당 유닛 크기가 증가합니다.

스토리지 풀에는 하나의 예비 SSD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스토리지 풀의 SSD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ONTAP는
예비 SSD를 사용하여 장애가 발생한 SSD의 파티션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유 용량으로 할당 유닛을 예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ONTAP에서는 파티셔닝되지 않은 전체 SSD만 스토리지 풀의 SSD용 스페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풀에 SSD를 추가한 후에는 애그리게이트에서 디스크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SSD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스토리지 풀의 SSD를 개별 드라이브로 다시 사용하려면 스토리지 풀의 할당 유닛이 할당된 모든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를 제거한 다음 스토리지 풀을 제거해야 합니다.

SSD 스토리지 풀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 및 모범 사례

일부 기술은 SSD 스토리지 풀을 사용하는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캐시 스토리지에 SSD 스토리지 풀을 사용하는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는 다음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MetroCluster

• SyncMirror 기능

미러링된 애그리게이트는 스토리지 풀을 사용하는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와 공존할 수 있지만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는 미러링할 수 없습니다.

• 물리적 SSD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는 SSD 스토리지 풀 또는 물리적 SSD를 사용할 수 있지만 둘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SSD 스토리지 풀은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SSD 스토리지 풀에는 SSD만 포함될 수 있으며 HDD는 SSD 스토리지 풀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SSD 스토리지 풀에 있는 모든 SSD는 동일한 HA(고가용성) 쌍이 소유해야 합니다.

• 스토리지 풀에서 루트 데이터 파티셔닝으로 분할된 SSD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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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스토리지 풀에서 다른 RAID 유형의 두 개의 캐시로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스토리지 풀의 크기를 RAID4의 최대
RAID 그룹 크기 이상으로 확장하는 경우 RAID4 할당 유닛의 추가 파티션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시 RAID

유형을 스토리지 풀에 대해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토리지 풀에서 할당된 캐시 RAID 그룹의 RAID 유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할당 유닛을 추가하기 전에
캐시에 대한 RAID 유형을 설정하며 나중에 RAID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스토리지 풀을 생성하거나 기존 스토리지 풀에 SSD를 추가할 때 동일한 크기의 SSD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고 올바른 크기의 스페어 SSD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ONTAP는 더 큰 SSD를 사용하여 장애가 발생한 SSD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큰 SSD의 크기는 스토리지 풀의 다른 SSD 크기와 일치하도록 적당한 크기이므로
SSD 용량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풀에는 하나의 예비 SSD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풀에서 HA 쌍의 두 노드가 소유한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할당 유닛을 제공하는 경우, 두 노드 중 하나의 스페어 SSD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지
풀에서 HA 쌍의 노드 중 하나가 소유하는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만 할당 유닛을 제공하는 경우, SSD 스페어는
동일한 노드에서 소유해야 합니다.

SSD 스토리지 풀을 사용할 때의 고려 사항

SSD 스토리지 풀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SSD 스토리지 풀 또는 전용 SSD를 사용할지 결정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SSD 스토리지 풀은 캐시를 두 개 이상의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합합니다. SSD 스토리지
풀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사용되는 SSD의 스토리지 활용률을 높입니다

SSD 스토리지 풀은 두 개 이상의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 간에 패리티 SSD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패리티에 필요한 SSD의 전체 비율을 줄입니다.

• HA 파트너 간에 스페어 공유 가능

스토리지 풀은 HA 쌍이 효과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HA 파트너 중 하나에서 소유하는 하나의 스페어는 필요한
경우 전체 SSD 스토리지 풀을 위한 스페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SD 성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

SSD에서 제공하는 고성능을 활용하면 HA 2노드의 두 컨트롤러에 대한 액세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 SSD 스토리지 풀 사용 비용에 대해 가중치를 두어야 합니다.

• 장애 격리 감소

단일 SSD가 손실되면 해당 파티션 중 하나가 포함된 모든 RAID 그룹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우 영향을 받는
SSD를 포함하는 SSD 스토리지 풀에서 할당된 캐시가 있는 모든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1개 이상의 RAID

그룹이 재구성 중입니다.

• 성능 격리 감소

Flash Pool 캐시의 크기가 올바르게 조정되지 않은 경우,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 간에 공유 중인 캐시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적절한 캐시 사이징 및 QoS 제어를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유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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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풀에 스토리지를 추가하면 해당 스토리지 풀에서 하나 이상의 할당 유닛이 포함된 All Flash Pool 캐시의
크기가 늘어나며, 추가 용량이 어떻게 배포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존 스토리지 풀에 SSD를 추가하는 경우와 새 스토리지 풀을 생성할 때의 고려 사항

기존 SSD 스토리지 풀에 SSD를 추가하거나 새 SSD 스토리지 풀을 생성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SSD 캐시의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은 스토리지 구성 및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스토리지 풀을 생성하고 기존 풀에 스토리지 용량을 추가하는 것은 새 RAID 그룹을 생성할지 기존 그룹에
스토리지를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많은 수의 SSD를 추가하는 경우 새 스토리지 풀을 생성하면 기존 스토리지 풀과 달리 새 스토리지 풀을 할당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 SSD를 몇 개만 추가하고 기존 Flash Pool 캐시의 RAID 그룹 크기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경우, 기존 스토리지
풀에 SSD를 추가해도 예비 비용과 패리티 비용을 낮게 유지하고 새 스토리지를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스토리지 풀에서 RAID 유형이 서로 다른 캐시를 사용하는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할당 유닛을 제공하고, 최대
RAID4 RAID 그룹 크기를 초과하여 스토리지 풀의 크기를 확장하는 경우, RAID4 할당 유닛에 새로 추가된 파티션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스토리지 풀에 디스크를 추가하는 이유

기존 스토리지 풀에 SSD를 추가하고 캐시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할당 유닛이 이미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할당된 스토리지 풀에 SSD를 추가할 경우, 각 애그리게이트의 캐시 크기와 스토리지 풀의 총 캐시가 증가합니다.

스토리지 풀의 할당 유닛이 아직 할당되지 않은 경우 해당 스토리지 풀에 SSD를 추가해도 SSD 캐시 크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 스토리지 풀에 SSD를 추가할 경우 SSD는 스토리지 풀에서 기존 SSD를 소유한 동일한 HA 쌍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SSD를 소유해야 합니다. HA Pair의 노드 중 하나에서 소유하는 SSD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풀의 작동 방식

a_storage pool_은 SSD의 모음입니다. SSD를 결합하여 스토리지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 간에 SSD 및 SSD 스페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풀은 SSD 및 SSD 스페어를 제공하거나 기존 SSD 크기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할당 유닛으로
구성됩니다.

스토리지 풀에 SSD를 추가한 후에는 SSD를 더 이상 개별 디스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토리지 풀을 사용하여
SSD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를 할당하거나 할당해야 합니다.

Storage Pools 창

스토리지 풀 창을 사용하여 _스토리지 풀_라고도 하는 SSD 전용 캐시를 생성, 표시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풀은 비루트 애그리게이트와 연결되어 SSD 캐시를 제공하고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로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All-Flash 최적화 속성을 가진 노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에서는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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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버튼

• * 생성 *

스토리지 풀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스토리지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디스크 추가 *

스토리지 풀에 캐시 디스크를 추가할 수 있는 디스크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선택한 스토리지 풀을 삭제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스토리지 풀 목록입니다

• * 이름 *

스토리지 풀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총 캐시 *

스토리지 풀의 총 캐시 크기를 표시합니다.

• * 스페어 캐시 *

스토리지 풀의 사용 가능한 스페어 캐시 크기를 표시합니다.

• * 사용된 캐시(%) *

스토리지 풀의 사용된 캐시 크기 비율을 표시합니다.

• * 할당 단위 *

스토리지 풀의 크기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총 캐시 크기의 최소 할당 단위를 표시합니다.

• * 소유자 *

스토리지 풀이 연결된 HA 쌍 또는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시/도 *

스토리지 풀의 상태가 정상, 성능 저하, 생성, 삭제, 재할당, 있습니다.

• * 은(는) 건강합니다 *

스토리지 풀이 정상 상태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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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보 탭

선택한 스토리지 풀에 대한 이름, 상태, 스토리지 유형, 디스크 수, 총 캐시, 스페어 캐시, 사용된 캐시 크기(백분율) 및
할당 유닛입니다. 이 탭에는 스토리지 풀이 프로비저닝한 애그리게이트의 이름도 표시됩니다.

디스크 탭을 클릭합니다

이름, 디스크 유형, 사용 가능한 크기 및 총 크기와 같이 선택한 스토리지 풀의 디스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관련 정보 *

Flash Pool Aggregate를 수동으로 생성하여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SSD를 추가하여 캐시 프로비저닝

https://["디스크 및 애그리게이트 관리"]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노드에 재할당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스페어
디스크의 소유권을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재할당하여 애그리게이트 또는 스토리지 풀의
용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디스크를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디스크의 컨테이너 유형은 "공유" 또는 "공유"여야 합니다.

◦ HA 구성에서 디스크를 노드에 연결해야 합니다.

◦ 디스크가 노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디스크를 재할당할 수 없습니다.

◦ 선택한 디스크의 컨테이너 유형은 "공유"이고 데이터 파티션은 스페어가 아닙니다.

◦ 디스크가 스토리지 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공유 디스크와 연결된 노드에서 스토리지 페일오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공유 디스크의 데이터 파티션을
재할당할 수 없습니다.

• 파티션 디스크의 경우 디스크의 데이터 파티션만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의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재할당할 수 없습니다.

MetroCluster 구성을 위해 디스크를 재할당하려면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디스크 * 를 클릭합니다.

2. Disks * 창에서 * Inventory * 탭을 선택합니다.

3. 재할당할 디스크를 선택한 다음 * 할당 * 을 클릭합니다.

4. 경고 * 대화 상자에서 * 계속 * 을 클릭합니다.

5. 디스크 할당 * 대화 상자에서 디스크를 재할당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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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할당 * 을 클릭합니다.

디스크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디스크 정보를 확인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디스크 창을 사용하면
디스크의 이름, 크기 및 컨테이너 세부 정보와 용량 디스크 및 캐시 디스크에 대한 그래픽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디스크 * 를 클릭합니다.

2. 표시된 디스크 목록에서 정보를 보려는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3. 디스크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 관련 정보 *

디스크 창

ONTAP가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에서 디스크 유형을 보고하는 방법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은 모든 디스크와 유형을
연결합니다. ONTAP에서는 일부 디스크 유형을 업계 표준과 다르게 보고합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ONTAP 디스크 유형이 산업 표준에 매핑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ONTAP 설명서에서 디스크 유형을 참조하는 경우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ONTAP에서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_RAID

디스크 유형_은 특정 디스크가 RAID에 대해 재생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RAID 디스크 유형은 ONTAP 디스크 유형과
관련이 없습니다.

특정 구성의 경우 지원되는 디스크 유형은 스토리지 시스템 모델, 쉘프 유형 및 시스템에 설치된 I/O 모듈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표에서는 ONTAP 디스크 유형이 SAS 및 FC 스토리지 연결 유형 및 스토리지 배열에 대한 산업 표준 디스크
유형과 매핑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SAS 연결 스토리지

ONTAP 디스크 유형입니다 디스크 클래스 업계 표준 디스크
유형입니다

설명

BSAS 용량 SATA를 클릭합니다 SAS 연결 스토리지 쉘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가 추가된 브리지
SAS-SATA 디스크

CSA 용량 NL-SAS 니어라인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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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P 디스크 유형입니다 디스크 클래스 업계 표준 디스크
유형입니다

설명

mSATA 용량 SATA를 클릭합니다 SATA 디스크는 다중 디스크
캐리어 스토리지 쉘프에
있습니다

SAS를 참조하십시오 성능 SAS를 참조하십시오 직렬 연결 SCSI

SSD를 지원합니다 최고의 성능 SSD를 지원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FC 연결 스토리지

ONTAP 디스크 유형입니다 디스크 클래스 업계 표준 디스크 유형입니다

아타 용량 SATA를 클릭합니다

FCAL(보정 성능 FC

지원합니다

ONTAP 디스크 유형입니다 디스크 클래스 업계 표준 디스크
유형입니다

설명

LUN을 클릭합니다 해당 없음 LUN을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 의해
백업되고 ONTAP에서
디스크로 사용되는 논리적
스토리지 디바이스입니다.

이러한 LUN을 _array

LUNs_라고 하며 ONTAP가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LUN과 구분합니다.

•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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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tApp 기술 보고서 3437: 스토리지 서브시스템 복원력"^]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다중 디스크 캐리어를 언제 제거해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중 디스크 캐리어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전에 제거하면 하나 이상의 RAID 그룹이 성능 저하
또는 스토리지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다중 디스크 캐리어를 언제 제거해도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중 디스크 캐리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캐리어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전에 다음 이벤트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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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를 제거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AutoSupport 메시지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 캐리어를 제거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EMS 메시지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 캐리어의 두 디스크 상태는 디스크 창에 "중단됨"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디스크의 캐리어 메이트를 배출한 후에만 디스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디스크 창의 속성 탭에서 세부
정보 를 클릭하여 디스크 대피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 캐리어의 장애 LED(주황색)가 계속 켜져 있어야 분리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작동 LED(녹색)는 디스크 작동이 없음을 나타내는 꺼져 있어야 합니다.

• 쉘프 디지털 디스플레이에는 쉘프 ID 번호만 표시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디스크의 캐리어 메이트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디스크가 들어 있는
다중 디스크 캐리어를 제거할 때는 새 캐리어로 교체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의 디스크 창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는 사용할 수 있음)의 디스크 창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디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배정 *

디스크 소유권을 노드에 할당하거나 다시 할당합니다.

이 버튼은 선택한 디스크의 컨테이너 유형이 할당되지 않았거나 스페어가 있거나 공유된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 * 예비 부품 없음*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스페어 디스크 및 어레이 LUN을 포맷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탭

요약

스페어 디스크 및 할당된 디스크의 크기를 비롯하여 클러스터의 디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탭에는
HDD의 스페어 디스크, 애그리게이트 및 루트 애그리게이트에 대한 정보와 스페어 디스크, 스토리지 풀의 디스크,

애그리게이트,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 캐시 디스크의 루트 애그리게이트(SSD)에 대한 정보도 그래픽으로
표시됩니다.

All-Flash 최적화 퍼스낼리티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HDD 패널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세부 정보 패널은 파티션되고 분할되지 않은 스페어 디스크(디스크 유형, 노드, 디스크 크기, RPM, 체크섬, 사용 가능한
디스크 수 및 여유 용량), 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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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토리

• * 이름 *

디스크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컨테이너 유형 *

디스크가 사용되는 용도를 표시합니다. 가능한 값은 집계, 파손, 외부, 레이블 유지 관리, 유지 관리, 공유, 스페어,

할당되지 않음, 볼륨, 알 수 없음, 지원되지 않습니다.

• * 파티션 유형 *

디스크의 파티션 유형을 표시합니다.

• * 노드 이름 *

Aggregate가 포함된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 필드는 클러스터 수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홈 소유자 *

이 디스크가 할당된 홈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현재 소유자 *

현재 이 디스크를 소유하고 있는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루트 소유자 *

현재 이 디스크의 루트 파티션을 소유하고 있는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데이터 소유자 *

현재 이 디스크의 데이터 파티션을 소유하고 있는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Data1 소유자 *

현재 디스크의 data1 파티션을 소유하고 있는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Data2 소유자 *

현재 디스크의 data2 파티션을 소유하고 있는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스토리지 풀 *

디스크가 연결된 스토리지 풀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유형 *

디스크 유형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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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웨어 버전 *

디스크의 펌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 * 모델 *

디스크의 모델을 표시합니다.

• RPM *

raid.mix.hdd.rpm.capacity`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디스크 드라이브의 유효 속도를 표시하고
raid.mix.hdd.rpm.capacity` 옵션이 비활성화된 경우 디스크 드라이브의 실제 속도를 표시합니다.

이 필드는 SSD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유효 크기 *

디스크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을 표시합니다.

• * 물리적 공간 *

디스크의 총 물리적 공간을 표시합니다.

• * 쉘프 *

물리 디스크가 있는 쉘프를 표시합니다.

이 필드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 * 베이 *

물리적 디스크의 쉘프 내에 있는 베이를 표시합니다.

이 필드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 * 풀 *

선택한 디스크가 할당된 풀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 필드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 * 체크섬 *

체크섬의 유형을 표시합니다.

이 필드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 * 캐리어 ID *

지정된 다중 디스크 캐리어 내에 있는 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ID는 64비트 값입니다.

이 필드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162



재고 세부 정보 영역

인벤토리 탭 아래의 영역에는 집계 또는 볼륨(해당하는 경우), 공급업체 ID, 제로화 상태(백분율), 디스크 일련 번호,

디스크 고장 시 오류 세부 정보 등 선택한 디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공유 디스크의 경우 Inventory

details 영역에 루트 및 비루트 애그리게이트를 포함한 모든 애그리게이트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 관련 정보 *

디스크 정보 보기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LUN 관리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방식을 사용하여 어레이
LUN을 기존 애그리게이트에 할당하고 어레이 LUN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LUN을 할당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할당되지 않은 어레이 LUN을 기존 애그리게이트에 할당하여 애그리게이트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다음 조건이 맞으면 스토리지 LUN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스토리지 LUN의 컨테이너 유형은 ""할당되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 HA Pair의 노드에 디스크를 연결해야 합니다.

◦ 디스크가 노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MetroCluster 구성의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어레이 LUN을 스페어로 할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어레이 LUN * 을 클릭합니다.

2. 스토리지 LUN을 선택한 다음 * 할당 * 을 클릭합니다.

3. 스토리지 LUN 할당 * 대화 상자에서 스토리지 LUN을 할당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4. 할당 * 을 클릭합니다.

스페어 어레이 LUN을 노드에 재할당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페어 어레이 LUN의 소유권을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재할당하여 애그리게이트의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어레이 LUN을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스토리지 LUN의 컨테이너 유형은 "s are"여야 합니다.

◦ HA Pair의 노드에 디스크를 연결해야 합니다.

◦ 디스크가 노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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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roCluster 구성의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어레이 LUN을 스페어로 재할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어레이 LUN * 을 클릭합니다.

2. 재할당할 스페어 어레이 LUN을 선택하고 * 할당 * 을 클릭합니다.

3. 경고 * 대화 상자에서 * 계속 * 을 클릭합니다.

4. 스토리지 LUN 할당 * 대화 상자에서 스페어 어레이 LUN을 재할당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5. 할당 * 을 클릭합니다.

스페어 스토리지 LUN 제로화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어레이 LUN에 0을 작성하여 스페어 어레이 LUN을 포맷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어레이 LUN을 새 애그리게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스페어 어레이 LUN을 제로화하면 디스크를 포함하여 클러스터의 모든 스페어가 제로화됩니다. 특정 노드나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 스페어 어레이 LUN을 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 > * 어레이 LUN * 을 클릭합니다.

2. Zero Spares*를 클릭합니다.

3. Zero Spares* 대화 상자에서 어레이 LUN을 제로화하려는 노드 또는 ""모든 노드""를 선택합니다.

4. Zero All Non-Zeroed Spare * 확인란을 선택하여 제로화 작업을 확인합니다.

5. Zero Spares*를 클릭합니다.

디스크 및 어레이 LUN 정보

디스크는 ONTA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네이티브 디스크 쉘프에 액세스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을 위한 기본 스토리지
단위입니다. 어레이 LUN은 타사 스토리지 어레이가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에 제공하는
스토리지의 기본 단위입니다.

ONTA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디스크 및 어레이 LUN에 소유권을 할당하고 이를 Aggregate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ONTAP 소프트웨어는 또한 디스크를 제거, 교체 및 삭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디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LUN은 타사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어레이 LUN에 대한 다른 모든 관리 작업에는 타사 스토리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디스크 또는 어레이 LUN을 사용하여 애그리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ggregate를 생성한 후에는 ONTA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디스크 또는 어레이 LUN에서 생성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Aggregate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rray LUNs 창

어레이 LUN 창에서는 어레이 LUN에 소유권을 할당하고 이를 애그리게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왼쪽 탐색 창의 Array LUNs 링크는 스페어 스토리지 LUN이 있거나 V_StorageAttach 라이센스가 설치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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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버튼

• * 배정 *

어레이 LUN의 소유권을 노드에 할당 또는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 * 예비 부품 없음*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스페어 어레이 LUN 및 디스크를 포맷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스토리지 LUN 목록입니다

각 스토리지 LUN의 이름, 상태 및 공급업체와 같은 정보를 표시합니다.

• * 이름 *

스토리지 LUN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시/도 *

스토리지 LUN의 상태를 지정합니다.

• * 공급업체 *

공급업체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사용된 공간 *

스토리지 LUN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지정합니다.

• * 총 크기 *

스토리지 LUN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 * 컨테이너 *

어레이 LUN이 속할 Aggregate를 지정합니다.

• * 노드 이름 *

스토리지 LUN이 속한 노드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홈 소유자 *

어레이 LUN이 할당된 홈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현재 소유자 *

현재 스토리지 LUN을 소유하는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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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열 이름 *

배열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풀 *

선택한 스토리지 LUN이 할당된 풀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Array LUNs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선택한 스토리지 LUN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 관련 정보 *

https://["FlexArray 가상화 설치 요구 사항 및 참조 자료"]

System Manager로 노드 관리 - ONTAP 9.7 이하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클러스터의
노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ComplianceClock 시간을 초기화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ComplianceClock 시간을 현재 클러스터 시간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SnapLock

집계를 생성하려면 ComplianceClock 시간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SnapLock 라이센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ComplianceClock 시간이 초기화된 후에는 수정하거나 중지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노드 * 를 클릭합니다.

2. 노드를 선택한 다음 * ComplianceClock * 초기화 를 클릭합니다.

3. ComplianceClock * 초기화 대화 상자에서 * 예 * 를 클릭하여 ComplianceClock 시간을 현재 클러스터 시간으로
초기화합니다.

노드 창

노드 창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노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ComplianceClock 초기화 *

선택한 노드의 ComplianceClock을 시스템 시계의 현재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 * 새로 고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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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노드 목록

• * 이름 *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시/도 *

노드의 상태(노드가 가동 상태인지 중단 상태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가동 시간 *

노드가 가동되는 기간을 표시합니다.

• * ONTAP 버전 *

노드에 설치된 ONTAP 버전을 표시합니다.

• * 모델 *

노드의 플랫폼 모델 번호를 표시합니다.

• * 시스템 ID *

노드의 ID를 출력한다.

• * 일련 번호 *

노드의 일련 번호를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선택한 노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 세부 정보 탭 *

노드 이름, 노드 상태 및 노드가 가동되는 기간과 같이 선택한 노드와 관련된 정보를 표시합니다.

• * 성능 탭 *

선택한 노드의 처리량, IOPS, 지연 시간을 표시합니다.

클라이언트 시간대 또는 클러스터 시간대를 변경하면 성능 메트릭 그래프에 영향을 줍니다. 업데이트된 그래프를
보려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캐시를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여 하드웨어
캐시 모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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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Cache는 System Manager의 하드웨어 캐시라고 합니다.

Flash Cache 모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Flash Cache 모듈이 설치된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외부 캐시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따라 Flash Cache 모듈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구성 * > * 하드웨어 캐시 * 를 클릭합니다

2. 모듈이나 모듈을 수정하려면 필요에 따라 슬라이더 버튼을 움직여 각 모듈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Flash Cache 모듈의 작동 방식

Flash Cache 모듈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Flash Cache 모듈을 사용할 때의 영향이
하드웨어 캐시 창에 표시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따라 Flash Cache 모듈과 디스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Flash Cache 모듈과
디스크가 제공하는 읽기 워크로드(읽기 작업 수)를 확인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 부팅 중에 또는 테이크오버 이벤트 후 제어가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반환되는 경우에는 Flash Cache

모듈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스크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 읽기 요청을 처리합니다.

데이터 읽기 요청이 처리되면 Flash Cache 모듈이 서서히 데이터로 채워집니다. Flash Cache 모듈이 제공하는 데이터
읽기 요청이 디스크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Flash Cache 모듈이 제공하는 데이터 읽기 요청은 디스크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읽기 요청을 대체하므로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 향상 기능은 교체된 디스크 읽기와 직접 연결됩니다. Flash Cache 모듈이 스토리지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Flash Cache 모듈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때 하드웨어 캐시 창에서 읽기 워크로드
그래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캐시 창

하드웨어 캐시 창을 사용하여 Flash Cache 모듈이 설치된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Flash Cache 모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워크로드 통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듈 정보

• * 스토리지 시스템 이름 *

Flash Cache 모듈이 설치된 스토리지 시스템의 이름이 그래픽 아래에 표시됩니다.

• * 토글 버튼 활성화/비활성화 *

토글 버튼을 움직여 모듈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 * 크기 *

모듈 크기(GB)입니다. Flash Cache 모듈 카드가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카드의 총 캐시 크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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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는 Flash Cache 모듈 크기는 실제 크기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System

Manager는 ONTAP에서 제공하는 가용 용량만 보고합니다. 전체 용량의 일부가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 * 모델 이름 *

모듈의 모델 이름입니다.

• * 시스템 읽기 지연 시간 *

평균 읽기 지연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표시합니다.

캐시 읽기 작업 부하

디스크와 Flash Cache 모듈이 제공하는 읽기 워크로드의 속도를 지정하는 그래프를 표시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System Manager로 이벤트 관리 - ONTAP 9.7 이하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이벤트 로그
및 이벤트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창

이벤트 창을 사용하여 이벤트 로그 및 이벤트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벤트 목록

• 시간 *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 * 노드 *

이벤트가 발생한 노드와 클러스터를 표시합니다.

• * 심각도 *

이벤트의 심각도를 표시합니다. 가능한 심각도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 상황

이벤트 소스가 예기치 않게 중지되고 시스템에서 복구할 수 없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도록 지정합니다.

다운타임을 방지하려면 수정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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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이벤트 소스에 알림이 있고 다운타임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을 지정합니다.

◦ 심각

이벤트 소스가 중요하며 수정 조치가 즉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지정합니다.

◦ 오류

이벤트 소스가 여전히 수행되고 있으며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 조치가 필요함을 지정합니다.

◦ 경고

이벤트 소스에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지정합니다. 이러한 심각도 때문에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수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벤트 소스가 정상이지만 심각도를 알아야 하는 중요한 조건임을 지정합니다.

◦ 정보 제공

이벤트 소스에 인식해야 하는 항목이 있음을 지정합니다. 수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디버그

이벤트 소스에 디버깅 메시지가 포함되도록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림 심각도 유형, 긴급 심각도 유형 및 오류 심각도 유형이 표시됩니다.

• * 출처 *

이벤트 소스를 표시합니다.

• * 이벤트 *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선택한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설명, 메시지 이름, 시퀀스 번호, 메시지 설명, 수정 조치를 비롯한 이벤트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시스템 경고를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여러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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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상태 알림을 확인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서브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상태 경고를 확인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정보를
사용하여 권장 조치를 취하고 경고에 보고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이벤트 및 작업 * > * 시스템 알림 * 을 클릭합니다.

2. 시스템 경고* 창에서 하위 시스템 이름 옆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확인할 경고를 선택한 다음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4. 이름을 입력한 다음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상태 알림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사용자 개입이 필요 없는 시스템 상태 알림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계

1. 이벤트 및 작업 * > * 시스템 알림 * 을 클릭합니다.

2. 시스템 경고* 창에서 하위 시스템 이름 옆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기능 억제하려는 알림을 선택한 다음 * 기능 억제 * 를 클릭합니다.

4. 이름을 입력한 다음 * 기능 억제 * 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상태 알림을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이미 응답한 시스템 상태 알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이벤트 및 작업 * > * 시스템 알림 * 을 클릭합니다.

2. 시스템 경고* 창에서 하위 시스템 이름 옆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삭제할 알림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 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클러스터 상태 모니터

클러스터의 여러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상태 모니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상태 모니터는 이벤트를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이벤트를 삭제하여 ONTAP 시스템 내의 오류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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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모니터 이름(식별자) 하위 시스템 이름(식별자) 목적

클러스터 스위치(클러스터 스위치) 스위치(스위치 - 상태) 클러스터 네트워크 스위치 및 관리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온도, 사용률,

인터페이스 구성, 이중화(클러스터
네트워크 스위치만 해당) 및 팬 및
전원 공급 장치 작동을
모니터링합니다. 클러스터 스위치
상태 모니터는 SNMP를 통해
스위치와 통신합니다. SNMPv2c가
기본 설정입니다.

ONTAP 9.2부터는 이
모니터가 마지막 폴링
기간 이후 클러스터
스위치가 재부팅된
경우를 감지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MetroCluster 패브릭 스위치 MetroCluster 구성 백엔드 Fabric

토폴로지를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케이블 연결 및 조닝, ISL 장애 등의
잘못된 구성을 감지합니다.

MetroCluster 상태 상호 연결, RAID 및 스토리지 FC-VI 어댑터, FC 이니시에이터
어댑터, 좌측 애그리게이트 및 디스크,

클러스터 간 포트를 모니터링합니다

노드 연결(노드 연결) CIFS 무중단 운영(CIFS-NDO) SMB 연결을 모니터링하여 Hyper-V

애플리케이션의 무중단 운영을
지원합니다.

스토리지(SAS-connect) 노드 레벨에서 쉘프, 디스크, 어댑터를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경로와 연결을
설정합니다.

시스템

해당 없음 다른 상태 모니터의 정보를
집계합니다.

시스템 연결(시스템 연결)

시스템 상태 알림에 응답하는 방법

시스템 상태 경고가 발생하면 이를 확인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기본 상태를 수리하고,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태 모니터에서 알림을 발생시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 영향을 받는 리소스, 경고 심각도, 가능한 원인, 가능한 영향 및 수정 조치가 포함된 알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알림이 발생한 시간, 다른 사용자가 이미 알림을 확인했는지 여부 등 알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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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쉘프 또는 디스크와 같은 영향을 받는 리소스 또는 하위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상태 관련 정보를 가져옵니다.

• 누군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리고 자신을 "확인자"로 식별합니다.

• 연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블 연결 문제 해결 등 알림에 제공된 수정 조치를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경고를 지우지 않은 경우 해당 경고를 삭제합니다.

• 알림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하위 시스템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기능 억제는 문제를 이해할 때 유용합니다. 경고를 표시하지 않으면 알림이 계속 발생할 수 있지만 하위 시스템
상태가 "ok-with-suppressed"로 표시됩니다.

시스템 경고 창

시스템 알림 창을 사용하여 시스템 상태 알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창에서 경고를 확인, 삭제 및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확인 *

선택한 경고를 확인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알리고 단추를 클릭한 사람을 ""확인자"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 * 기능 억제 *

선택한 경고를 억제하여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동일한 경고를 다시 알리지 않고 사용자를 "서프레서"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 * 삭제 *

선택한 경고를 삭제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알림 목록

• 하위 시스템(번호 알림 수) *

알림이 생성된 SAS 연결, 스위치 상태, CIFS NDO 또는 MetroCluster와 같은 서브시스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경고 ID *

경고 ID를 표시합니다.

• * 노드 *

알림이 생성된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심각도 *

알림의 심각도를 알 수 없음, 기타, 정보, 성능 저하, 경미함, 중대, 중대 또는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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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소스 *

알림을 생성한 리소스(예: 특정 쉘프 또는 디스크)를 표시합니다.

• 시간 *

알림이 생성된 시간을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세부 정보 영역에는 경고가 생성된 시간 및 경고가 확인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알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영역에는 경고에 의해 생성된 조건의 가능한 원인 및 가능한 영향에 대한 정보와 경고에 의해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 조치가 포함됩니다.

• 관련 정보 *

https://["시스템 관리"]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AutoSupport 알림을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AutoSupport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utoSupport 알림을 설정합니다

시스템 관리자의 AutoSupport 설정 편집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이메일 알림을 보낼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고 여러
이메일 호스트 이름을 추가하여 AutoSupport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 * AutoSupport *.

2. 노드를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e-메일 수신자 * 탭에서 e-메일 알림을 보낼 e-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각 e-메일 받는 사람에 대한 e-메일 수신자와
메시지 내용을 지정한 다음 메일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호스트 이름의 이메일 주소는 최대 5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 탭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HTTP 또는 HTTPS

프록시 서버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5. 확인 * 을 클릭합니다.

6. AutoSupport 알림에 대해 설정한 구성이 * AutoSupport * 창에서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utoSupport 설정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AutoSupport 설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utoSupport 메시지를 사용하면 스토리지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기술 지원 부서 및 내부 지원 조직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AutoSupport 옵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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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 * AutoSupport *.

2. 노드를 선택한 다음 * 활성화 * 또는 * 비활성화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 을 클릭합니다.

4. AutoSupport 상태가 변경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AutoSupport e-메일 수신자를 추가합니다

시스템 관리자의 AutoSupport 설정 편집 대화 상자의 * 이메일 수신자 * 탭을 사용하여 AutoSupport 알림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 * AutoSupport *.

2. 노드를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전자 메일 받는 사람* 탭에서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입력하고 받는 사람이 전체 메시지를 받을지 아니면
짧은 메시지를 받을지 지정한 다음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 을 클릭합니다.

5. 지정한 세부 정보가 * AutoSupport * 창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AutoSupport 설정을 테스트합니다

시스템 관리자의 AutoSupport 테스트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AutoSupport 설정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 * AutoSupport *.

2. 노드를 선택한 다음 * 테스트 * 를 클릭합니다.

3. AutoSupport 테스트 * 대화 상자에서 AutoSupport 제목 텍스트 ""Test AutoSupport"" 또는 수신자에게
AutoSupport 설정 테스트 중임을 알리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4. Test * 를 클릭합니다.

제목 ""Test AutoSupport(테스트 제목)" 또는 * AutoSupport subject(제목) * 필드에 입력한 텍스트가 있는 이메일
메시지가 지정된 수신자에게 전송됩니다.

AutoSupport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단일 노드 또는 여러 노드에 대한 AutoSupport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기술 지원 팀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 * AutoSupport *.

2. 노드를 선택한 다음 * AutoSupport 요청 * > * AutoSupport 생성 * 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AutoSupport 데이터는 모든 노드에 대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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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toSupport*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특정 노드에 대한 AutoSupport 데이터를 생성하려면 * 모든 노드에 대한 AutoSupport 데이터 생성 *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한 다음 노드를 선택합니다.

b. 케이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4. Generate * 를 클릭합니다.

5. Confirmation * (확인 *) 대화 상자에서 * OK * (확인 *)를 클릭합니다.

AutoSupport 요약을 봅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이전의 모든 AutoSupport 데이터의 상태와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기술 지원
부서에 전송된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보고 스토리지 시스템의 상태 및 성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를 클릭합니다 * > * AutoSupport *.

2. 노드를 선택한 다음 * AutoSupport 요청 * > * 이전 요약 보기 * 를 클릭합니다.

모든 노드에 대한 AutoSupport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3. 확인 * 을 클릭합니다.

AutoSupport 심각도 유형

AutoSupport 메시지에는 각 메시지의 용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각도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 문제에
즉시 주의를 기울이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메시지에는 다음 심각도 중 하나가 있습니다.

• * 경고 *: 경고 메시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4시간 이내에 경고 메시지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비상 *: 중단이 발생했을 때 비상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긴급 메시지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오류 *: 오류 조건은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 * 알림 *: 정상이지만 심각한 상태입니다.

• * 정보 *: 무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메시지입니다.

• Debug: 디버그 수준 메시지는 수행해야 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내부 지원 조직이 이메일을 통해 AutoSupport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이메일 메시지의 제목 줄에 심각도가
표시됩니다.

AutoSupport 창

AutoSupport(시스템 설정) 창에서 시스템의 현재 AutoSupport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AutoSupport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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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버튼

• * 활성화 *

AutoSupport 알림을 활성화합니다. 기본값은 * Enable * 입니다.

• * 비활성화 *

AutoSupport 알림을 비활성화합니다.

• * 편집 *

AutoSupport 설정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이메일 알림을 보낼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고 호스트
이름의 이메일 주소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테스트 *

AutoSupport 테스트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는 AutoSupport 테스트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AutoSupport 요청 *

에서는 다음과 같은 AutoSupport 요청을 제공합니다.

◦ * AutoSupport를 생성합니다

선택한 노드 또는 모든 노드에 대한 AutoSupport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 * 이전 요약 보기 *

이전의 모든 AutoSupport 데이터의 상태와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Details 영역에는 노드 이름, AutoSupport 상태, 사용된 전송 프로토콜 및 프록시 서버 이름과 같은 AutoSupport 설정
정보가 표시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작업을 관리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작업 정보 표시
및 작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과 같은 작업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

_Jobs_는 비동기 작업이며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복사, 이동 또는 미러링하는 등 오래 실행되는 볼륨 작업입니다. 작업은
작업 대기열에 배치되며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실행됩니다. 클러스터 관리자는 작업 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은 다음 범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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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r-ac계열_job은 특정 노드에서 실행될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대기열에 배치됩니다.

• 클러스터 관련_작업은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대기열에 배치되고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실행됩니다.

• private_job은 특정 노드에 특정하며 복제된 데이터베이스(RDB) 또는 다른 클러스터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 명령을 실행하려면 고급 권한 수준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을 포함한 작업 정보 표시:

◦ 노드별 작업

◦ 클러스터 관련 작업

◦ 완료된 작업

◦ 작업 기록

• 작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 작업 관리자의 초기화 상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벤트 로그를 확인하여 완료된 작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창

작업 창을 사용하여 작업 정보 표시 및 작업 진행률 모니터링과 같은 작업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령 단추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탭

• * 현재 작업 *

이 탭은 진행 중인 작업 작업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 작업 내역 *

이 탭은 모든 작업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작업 목록

• * 작업 ID *

작업의 ID를 표시합니다.

• * 시작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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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시작 시간을 표시합니다.

• * 작업 이름 *

작업 이름을 표시합니다.

• * 노드 *

노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시/도 *

작업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 * 직무 설명 *

작업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 * 진행률 *

작업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 별표 이름 *

스케줄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System Man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lash Pool 통계 보기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선택한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대한 실시간 SSD 계층 읽기 및 쓰기 워크로드를 볼 수 있습니다.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 통계 창

선택한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대한 실시간 SSD 계층 읽기 및 쓰기 워크로드를 볼 수 있습니다.

All-Flash 최적화 속성을 가진 노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에서는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Flash Pool Aggregate에 대한 통계 표시 *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 목록에서 통계를 확인할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SD 캐시 읽기 워크로드

SSD 계층에서 수행하는 읽기 작업과 비교하여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전송된 총 읽기 요청의 그래픽 보기를
표시합니다.

SSD 캐시 쓰기 워크로드

SSD 계층에서 수행하는 쓰기 작업과 비교하여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전송된 총 쓰기 요청의 그래픽 뷰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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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의 SVM 대시보드 창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대시보드 창에서는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및 성능에 대한 누적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창을 사용하여 구성된 프로토콜, 용량 근접한 볼륨 및 성능과 같은 SVM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SVM 세부 정보

이 창에는 Protocol Status 패널, Volumes About Capacity 패널, Applications 패널 및 Performance 패널과 같은
다양한 패널을 통해 SVM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 프로토콜 상태 *

SVM용으로 구성된 프로토콜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프로토콜 이름을 클릭하여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SVM에 프로토콜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프로토콜 이름을 클릭하여
프로토콜을 구성하거나 프로토콜 라이센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용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

용량 사용률이 80% 이상인 볼륨에 대한 정보를 즉시 주의 또는 수정 조치가 필요한 표시합니다.

• * 응용 프로그램 *

SVM의 상위 5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위 5개 애플리케이션은 IOPS(낮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높은 애플리케이션까지, 높은 애플리케이션부터 낮은 애플리케이션까지) 또는 용량(낮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높은
애플리케이션까지, 높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낮은 애플리케이션까지)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특정 막대 차트를 클릭해야 합니다. 용량의 경우, 총 공간, 사용된 공간 및 사용 가능한
공간이 표시되고 IOPS의 경우 IOPS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L2/L3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지연 시간 메트릭도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창에 표시되는 사용된 크기가 CLI에서 사용된 크기와 같지 않습니다.

세부 정보 보기 * 를 클릭하여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응용 프로그램 창을 열 수 있습니다. SVM을 위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보려면 * 모든 애플리케이션 보기 * 를 클릭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패널의 새로 고침 간격은 1분입니다.

• * SVM 성능 *

지연 시간, IOPS를 비롯한 SVM의 프로토콜 성능 메트릭을 표시합니다.

ONTAP에서 SVM 성능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 각 그래프를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System

Manager에 특정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SVM 성능 패널의 업데이트 간격은 15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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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VM 모니터링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의 상태와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모니터링할 SVM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3. 대시보드 패널에서 세부 정보를 봅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VM 설정을 편집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방식을 사용하여 네임
서비스 스위치, 이름 매핑 스위치, 애그리게이트 목록과 같은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다음 SVM 속성 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네임 서비스 스위치

◦ 데이터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SVM에 구성된 CIFS 프로토콜은 해당 SVM에서 프로토콜을 해제하더라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볼륨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애그리게이트 목록입니다

FlexVol 볼륨의 경우 관리를 SVM 관리자에게 위임된 경우에만 애그리게이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System Manager에서는 명령줄 인터페이스 또는 구성되지 않고 ONTAP에서 기본값으로 설정하지 않은 SVM

서비스에 대해 생성된 SVM에 대한 이름 서비스 스위치 및 이름 매핑 스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탭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에서는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VM을 생성하거나 SVM 서비스를 ONTAP에서
기본값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SVM의 이름 서비스 스위치와 이름 매핑 스위치를 표시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Details * 탭에서 필요한 데이터 프로토콜을 수정합니다.

4. 리소스 할당 * 탭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볼륨 생성을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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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생성을 프로비저닝하는 경우… 그러면…

모든 애그리게이트에서 볼륨 생성 위임 안 함 * 옵션을 선택합니다.

특정 애그리게이트로 전환 가능 a. Delegate volume creation * 옵션을 선택합니다.

b. 볼륨 생성을 위임하는 데 필요한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합니다.

5. Service* 탭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대한 이름 서비스 스위치 소스와 이름 서비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참조해야 하는 순서를 지정합니다.

각 데이터베이스 유형의 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스트: 파일, DNS

◦ 이름 맵: 파일

◦ 그룹:파일

◦ 넷그룹: 파일

◦ passwd: 파일

6.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ONTAP 네임 서비스 스위치 구성의 작동 방식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VM을 삭제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1. 모든 볼륨에 대해 스냅샷 복사본, 데이터 보호(DP) 미러링 및 로드 공유(LS) 미러를 비활성화했습니다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LS 미러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2. SVM을 삭제하는 경우 SVM에 속한 모든 igroup을 수동으로 삭제했습니다

3. 모든 포트 세트를 삭제했습니다

4. 루트 볼륨을 포함하여 SVM의 모든 볼륨을 삭제했습니다

5. LUN을 매핑하지 않고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삭제했습니다

6. SVM을 삭제하는 경우 CIFS 서버를 삭제했습니다

7. SVM과 관련된 맞춤형 사용자 계정 및 역할을 삭제했습니다

8. CLI를 사용하여 SVM과 관련된 NVMe 서브시스템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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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VM을 중지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VM을 삭제할 때 SVM과 연결된 다음 객체도 삭제됩니다.

• LIF, LIF 페일오버 그룹 및 LIF 라우팅 그룹

• 엑스포트 정책

• 효율성 정책

Kerberos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SVM을 삭제하거나 SVM을 수정하여 다른 SPN(Service Principal Name)을 사용하는
경우, SVM의 원래 서비스 보안 주체는 Kerberos 영역에서 자동으로 삭제 또는 비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보안 주체를
수동으로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보안 주체를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Kerberos 영역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SVM을 삭제하기 전에 SVM에서 다른 SVM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려는 경우 SnapMirror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삭제할 SVM을 선택하고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로 SVM 시작 - ONTAP 9.7 이하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버전을 사용하면 SVM을
시작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서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시작할 SVM을 선택하고 * 시작 * 을 클릭합니다.

결과

SVM이 클라이언트에 데이터 제공을 시작합니다.

System Manager로 SVM 중지 - ONTAP 9.7 이하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SVM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SVM을 삭제하거나 SVM에서 데이터 액세스를 중지하려는 경우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VM에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중지할 때 SVM에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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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 페일오버(SFO)에서는 SVM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 SVM을 중지하면 SVM 관리자가 SVM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중지할 SVM을 선택한 다음 * Stop * (중지 *)을 클릭합니다.

결과

SVM은 클라이언트에 데이터 제공을 중지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VM 관리

ONTAP System Manger Classic(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서는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관리자가 클러스터 관리자가 할당한 기능에 따라 SVM과 볼륨, 프로토콜, 서비스 등의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VM 관리자는 SVM을 생성,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SVM 관리자는 System Manager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SVM 관리자는 다음 관리 기능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액세스 프로토콜 구성

SVM 관리자는 NFS, CIFS, iSCSI, 파이버 채널(FC) 프로토콜(이더넷을 통한 파이버 채널 또는 FCoE 포함)과
같은 데이터 액세스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구성

SVM 관리자는 LDAP, NIS 및 DNS 등의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 관리

SVM 관리자는 볼륨, 할당량, Qtree,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SAN 환경에서 LUN 관리

•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 관리

• SVM 모니터링

SVM 관리자는 작업,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VM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https://["ONTAP 9 문서 센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VM의 액세스 오류를 진단하는 추적 파일 액세스

System Manager 9.6부터는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서 CIFS 또는 NFS 파일 액세스
오류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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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 대해

공유 구성, 권한 또는 사용자 매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액세스 거부"" 오류와 같은 파일 액세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액세스하려는 파일 또는 공유에 대한 액세스 추적 결과를 확인하여
파일 액세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는 파일 또는 공유에 유효한 읽기, 쓰기 또는 실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액세스가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를 표시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파일 액세스 오류가 수신된 파일 또는 공유가 포함된 SVM을 선택합니다.

3. 추적 파일 액세스 * 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SVM의 Trace File Access 창에는 파일 액세스 권한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사전 요구사항과 단계가
표시됩니다.

4. 계속 * 을 클릭하여 파일 추적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5. 선택한 SVM에서 파일 또는 공유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6. 사용자 이름 * 필드에 파일 또는 공유에 액세스하려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7. * 선택 사항: * 를 클릭합니다  트레이스 범위를 좁히기 위해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고급 옵션 대화 상자 창에서 다음 세부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클라이언트 IP 주소 *: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 * 파일 *: 추적할 파일 이름 또는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 * 추적 결과에 표시 *: 액세스 거부 항목만 볼 것인지 아니면 모든 항목을 볼 것인지 지정합니다. 지정한 세부
사항을 적용하고 추적 파일 액세스 창으로 돌아가려면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8. 추적 시작 * 을 클릭합니다.

추적이 시작되고 결과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파일 액세스를 요청할 때 오류를 수신할 때까지 테이블이
비어 있습니다. 결과 표는 15초마다 새로 고쳐지고 메시지를 시간 역순으로 표시합니다.

9. 영향을 받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향후 60분 내에 파일에 액세스하려고 한다고 알립니다.

추적 기간 동안 지정된 사용자 이름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면 거부된 파일 액세스 요청의 세부 정보가 결과 테이블에
표시됩니다. 이유 열은 사용자가 파일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식별합니다.

10. * 선택 사항: * 결과 테이블의 * 이유 * 열에서 * 권한 보기 * 를 클릭하여 사용자가 액세스하려는 파일에 대한 권한을
확인합니다.

◦ 추적 결과에 "동기화", "읽기 제어", "읽기 속성", "실행", "EA 읽기"에 대한 액세스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쓰기" 또는 "읽기" 메시지가 표시되면 나열된 권한 집합에 대해 원하는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실제 사용 권한 상태를 보려면 제공된 링크를 사용하여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CIFS 프로토콜을 지정한 경우 사용자가 액세스하려는 공유 및 파일과 연결된 파일 및 공유 권한을 모두
나열하는 유효 파일 및 공유 권한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NFS 프로토콜을 지정한 경우 사용자가 액세스하려는 파일과 관련된 파일 권한을 나열하는 유효 파일 권한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확인 표시는 사용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나타내고, ""X""는 사용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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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 를 클릭하여 Trace File Access 창으로 돌아갑니다.

11. * 선택 사항: * 결과 테이블에 읽기 전용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추적 결과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클립보드로 복사 * 를 클릭하여 결과를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 결과를 CSV(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로 내보내려면 * Export Trace Results * (트레이스 결과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12. 추적 작업을 종료하려면 * 추적 중지 * 를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와 SVM 정보 - ONTAP 9.7 이전 버전

SVM을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과 함께 사용하면
다른 스토리지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스토리지 또는 컨트롤러와 상관없이 클라이언트에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VM은 무중단 운영, 확장성, 보안,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와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SVM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멀티 테넌시

SVM은 시큐어 멀티 테넌시(multi-tenancy)의 기본 단위로서, 스토리지 인프라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독립적인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러한 파티션은 데이터와 관리를 격리합니다.

• 무중단 운영

SVM은 필요한 한 운영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SVM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노드 추가 및 제거, 모든 관리 작업 중에 클러스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확장성

SVM은 온디맨드 데이터 처리량 및 기타 스토리지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 보안

각 SVM은 하나의 독립 서버로 표시되므로 하나의 클러스터에 여러 SVM을 공존하고 클러스터 간에 데이터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SVM은 여러 데이터 액세스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SVM은 CIFS 및 NFS와 같은
NAS 프로토콜을 통해 파일 레벨 데이터 액세스를 지원하고, iSCSI, FC/FCoE, NVMe와 같은 SAN 프로토콜을
통해 블록 레벨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SVM은 SAN 및 NAS 클라이언트에 데이터를 동시에 독립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위임

SVM 관리자는 클러스터 관리자에 의해 할당된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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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자 - ONTAP 9.7 및 이전 버전의 ONTAP 네임 서비스 스위치 구성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ONTAP System Manager Classic(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은 UNIX 시스템의
'/etc/nsswitch.conf' 파일과 동일한 테이블에 이름 서비스 구성 정보를 저장합니다.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표의 기능과 ONTAP에서 표의 사용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ONTAP 이름 서비스 스위치 테이블은 ONTAP가 특정 유형의 이름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어떤 이름
서비스 소스를 참조합니다. ONTAP는 SVM별로 개별 네임 서비스 스위치 테이블을 유지 관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유형

이 테이블에는 다음과 같은 각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대해 별도의 이름 서비스 목록이 저장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유형입니다 다음에 대한 이름 서비스 소스를
정의합니다.

유효한 소스는…

호스트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 파일, DNS

그룹 사용자 그룹 정보를 찾는 중입니다 파일, NIS, LDAP

암호 사용자 정보를 찾는 중입니다 파일, NIS, LDAP

넷그룹 넷그룹 정보를 찾는 중입니다 파일, NIS, LDAP

이름맵 사용자 이름 매핑 중 파일, LDAP

소스 유형

소스는 해당 정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이름 서비스 소스를 지정합니다.

원본 유형 지정… 에서 정보를 조회하려면… 관리 대상 명령 제품군…

파일 로컬 소스 파일 'vserver services name-service

unix-user'

'vserver services name-service

unix-group'

SVM 서비스 이름 서비스 넷그룹

SVM 서비스 이름-서비스 DNS
호스트

NIS를 선택합니다 SVM의 NIS 도메인 구성에 지정된
외부 NIS 서버

'vserver services name-service nis-

domain’을 선택합니다

LDAP를 지원합니다 SVM의 LDAP 클라이언트 구성에
지정된 외부 LDAP 서버

'vserver services name-service

ld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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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유형 지정… 에서 정보를 조회하려면… 관리 대상 명령 제품군…

DNS SVM의 DNS 구성에 지정된 외부
DNS 서버

SVM 서비스 이름-서비스 DNS

데이터 액세스와 SVM 관리 인증 모두에 NIS 또는 LDAP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NIS 또는 LDAP 인증이 실패할 경우
"파일"을 포함하고 로컬 사용자를 대체 수단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 *

SVM 설정 편집

System Manager - ONTAP 9.7 이전의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창

ONTAP System Manger Classic(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서 스토리지 가상 머신
창을 사용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DR(재해 복구)용으로 구성된 SVM은 관리(생성, 삭제, 시작 또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에서 재해 복구를 위해 구성된 SVM과 연관된 스토리지 객체를 볼 수 없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SVM(Storage Virtual Machine) 설정 마법사를 열어서 새 SV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편집 *

선택한 SVM의 이름 서비스 스위치, 이름 매핑 스위치, 애그리게이트 목록과 같은 속성을 수정할 수 있는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선택한 SVM을 삭제합니다.

• * 시작 *

선택한 SVM을 시작합니다.

• * 중지 *

선택한 SVM을 중지합니다.

• * SVM 설정 *

선택한 SVM에 대한 스토리지, 정책 및 구성을 관리합니다.

• * 보호 작업 *

에서는 다음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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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화 *

SVM 관계를 초기화하여 소스 SVM에서 타겟 SVM으로 기본 전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업데이트 *

소스 SVM에서 타겟 SVM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 대상 SVM 활성화 *

대상 SVM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 소스 SVM에서 재동기화 * 를 참조하십시오

끊어진 관계의 재동기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대상 SVM에서 재동기화(역재동기화) *

대상 SVM에서 소스 SVM으로 관계를 재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 * 소스 SVM 재활성화 *

소스 SVM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 추적 파일 액세스 *

선택한 SVM에서 지정된 사용자 이름으로 파일 또는 공유의 액세스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SVM 목록

SVM 목록에는 각 SVM의 이름과 허용되는 프로토콜이 표시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데이터 SVM만 볼 수 있습니다.

• * 이름 *

SVM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시/도 *

실행 중, 시작 중, 중지 또는 중지 등의 SVM 상태를 표시합니다.

• * 하위 유형 *

SVM의 하위 유형을 표시하며, 이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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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이 데이터 지원 SVM으로 지정하도록 지정합니다.

◦ DP - 대상

SVM이 재해 복구용으로 구성되도록 지정합니다.

◦ 동기화 소스

SVM이 MetroCluster 구성의 운영 사이트에 있다고 지정합니다.

◦ SYNC - 대상입니다

SVM이 MetroCluster 구성의 정상 작동하는 사이트에 있다고 지정합니다.

• * 허용된 프로토콜 *

각 SVM에 CIFS, NFS와 같은 허용된 프로토콜을 표시합니다.

• IPspace *

관련 SVM의 IPspace를 표시합니다.

• * 볼륨 유형 *

각 SVM에 FlexVol 볼륨과 같은 허용되는 볼륨 유형을 표시합니다.

• * 보호됨 *

SVM이 보호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구성 상태 *

SVM의 구성 상태가 잠겨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SVM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허용되는 볼륨 유형, 언어, 스냅샷 정책과 같은 선택한 SVM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SVM에 허용되는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SVM을 생성하는 동안 프로토콜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프로토콜
링크를 클릭하여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재해 복구용으로 구성된 anSVM용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SVM에 대해 FCP 서비스가 이미 시작된 경우 FC/FCoE 링크를 클릭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창이
열립니다.

색상은 프로토콜 구성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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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설명

녹색 LIF가 존재하며 프로토콜이 구성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구성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실행 중입니다.

LIF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창에서 구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다음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 LIF가 존재합니다. 서비스가 생성되었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LIF가 존재합니다. 서비스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 서비스가 생성됩니다. LIF가 없습니다.

회색 프로토콜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프로토콜 링크를
클릭하여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색 테두리 프로토콜 라이센스가 만료되었거나 누락되었습니다.

프로토콜 링크를 클릭하여 라이센스 페이지에 라이센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고 보호 관계, 보호 정책, NIS 도메인 등의 세부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Details * 영역에는 SVM용 Public SSL 인증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세부 정보, 일련 번호, 시작 날짜 및 만료 날짜를 확인합니다.

• 인증서를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 인증서 세부 정보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피어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영역

선택한 SVM에서 피어링된 SVM 목록과 피어 관계를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System Manager의 Trace File Access 창

ONTAP System Manager 9.6부터, CIFS 또는 NF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SVM에서 파일 및
공유에 액세스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 파일 액세스 추적 창을 사용하여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계속 *

191



선택한 SVM에서 파일 액세스 추적을 설정 및 시작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 * 프로토콜 *

선택한 SVM에서 CIFS 또는 NFS를 통해 파일 및 공유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고급 옵션 아이콘 *

추적 범위를 좁히기 위해 추가 세부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추적 결과에 표시 *

고급 옵션 대화 상자에서 추적 결과에 거부된 파일 액세스 요청만 표시할지, 아니면 모든 파일 액세스 요청(성공한
요청 및 거부된 요청)을 표시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추적 시작 *

트레이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향후 60분 동안 제출된 파일 액세스 요청에 대한 액세스 문제를 보여줍니다.

• * 추적 중지 *

트레이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권한 보기 *

사용 권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IFS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유효한 파일 및 공유 권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NFS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유효한 파일 권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클립보드로 복사 *

결과 테이블을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 * 트레이스 결과 내보내기 *

추적 결과를 쉼표로 구분된 값(.csv) 형식의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입력 필드

• * 사용자 이름 *

추적할 파일 액세스 요청 오류를 수신한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 검색 추적 결과 *

검색 결과에서 찾을 특정 정보를 입력한 다음 * Enter * 를 클릭합니다.

• * 클라이언트 IP 주소 *

고급 옵션 대화 상자에서 추적 범위를 좁히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추가 세부 사항 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파일 *

고급 옵션 대화 상자에서 액세스할 파일 또는 파일 경로를 추가 세부 사항 으로 지정하여 추적 범위를 좁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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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CIFS 프로토콜 추적의 결과 목록입니다

CIFS 프로토콜을 지정하면 지정한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결과 목록에 추적에 대한 다음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데이터는
시간순으로 역순으로 표시됩니다. 추적을 중지하면 다른 추적을 시작할 때까지 결과가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 Share(공유): 시스템이 액세스를 시도한 공유의 이름입니다(성공 여부).

• 경로: 시스템에서 액세스를 시도한 파일의 파일 경로입니다(성공 여부).

• 클라이언트 IP 주소: 액세스 요청이 시작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입니다.

• 원인: 파일 또는 공유에 대한 액세스 시도가 성공한 이유

추적 결과에 "동기화", "읽기 제어", "읽기 속성", "실행", "EA 읽기"에 대한 액세스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쓰기" 또는 "읽기" 메시지가 표시되면 나열된 권한 집합에 대해
원하는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실제 사용 권한 상태를 보려면 제공된 링크를
사용하여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NFS 프로토콜 추적의 결과 목록입니다

NFS 프로토콜을 지정하면 지정한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결과 목록에 추적에 대한 다음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데이터는
시간순으로 역순으로 표시됩니다. 추적을 중지하면 다른 추적을 시작할 때까지 결과가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 경로: 시스템에서 액세스를 시도한 파일의 파일 경로입니다(성공 여부).

• 클라이언트 IP 주소: 액세스 요청이 시작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입니다.

• 원인: 파일 또는 공유에 대한 액세스 시도가 성공한 이유

추적 결과에 "동기화", "읽기 제어", "읽기 속성", "실행", "EA 읽기"에 대한 액세스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쓰기" 또는 "읽기" 메시지가 표시되면 나열된 권한 집합에 대해
원하는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실제 사용 권한 상태를 보려면 제공된 링크를
사용하여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 *

https://["SMB/CIFS 관리"]

SMB/CIFS 및 NFS 멀티 프로토콜 구성

볼륨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볼륨 속성을 편집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볼륨 이름, 보안
스타일, 부분 예약, 공간 보장 등의 볼륨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효율성 설정
(중복제거 일정, 중복제거 정책 및 압축) 및 공간 재확보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볼륨 암호화를 사용하려면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볼륨 암호화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하며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key-manager setup""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Key-manager setup""을 활성화한 후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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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부분 예약 공간은 0% 또는 10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32비트 볼륨에서는 데이터 압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Data ONTAP 8.3.1 클러스터의 경우, AWS(Cloud Volumes ONTAP for AWS)에 인라인 압축과 백그라운드
압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ta ONTAP Edge에는 압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SnapLock 준수 볼륨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편집할 볼륨이 있는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선택합니다.

3. 수정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Edit Volume(볼륨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일반 * 탭에서 필요에 따라 다음 속성을 수정합니다.

◦ 볼륨 이름을 변경합니다

◦ 볼륨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이 옵션은 볼륨 암호화 라이센스를 활성화했으며 해당 플랫폼이 암호화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I에서 Key-manager 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볼륨의 보안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 씬 프로비저닝을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5. Storage Efficiency * 탭을 클릭하고 다음 속성을 구성하여 스토리지 효율성을 설정합니다.

◦ 중복 제거

◦ 데이터 압축 All-Flash 최적화 속성을 가진 애그리게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볼륨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압축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볼륨에 대해 인라인 압축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ll-Flash 최적화 속성을 가진 애그리게이트 또는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의 볼륨에 포함된 볼륨에만 인라인
중복제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SnapLock 볼륨의 경우 * SnapLock * 탭을 클릭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자동 커밋 기간을 지정합니다.

자동 커밋 기간은 파일이 WORM 상태로 커밋되기 전에 볼륨의 파일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b. 최소 보존 기간 및 최대 보존 기간을 지정합니다.

값은 1일 ~ 70년 또는 무한대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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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본 보존 기간을 선택합니다.

기본 보존 기간은 지정된 최소 보존 기간 및 최대 보존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7. 고급 * 탭을 클릭하고 다음 속성을 활성화합니다.

◦ 볼륨에서 사용된 공간이 확장 임계값을 초과할 때 볼륨이 자동으로 증가하도록 하려면 * grow * 를 선택합니다.

◦ 사용된 공간의 크기에 따라 볼륨을 늘리거나 축소하려면 * 확대 또는 축소 * 를 선택합니다.

i. 볼륨을 확장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지정합니다.

◦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전 스냅샷 복사본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시도해 보십시오

다른 서브시스템에 의해 잠기지 않은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합니다.

▪ 폐기

데이터 백업 기능에 의해 잠긴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합니다.

▪ 중단하다

이 명령어는 데이터 전송을 방해할 수 있는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합니다.

◦ 볼륨에 할당할 캐싱 정책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의 FlexVol 볼륨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볼륨의 캐시된 데이터에 대한 보존 우선 순위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의 FlexVol 볼륨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볼륨에 설정할 부분 예약 공간을 지정합니다.

◦ 파일을 읽는 데 필요한 액세스 시간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옵션은 SnapLock 볼륨에 대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8.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CIFS를 설정하는 중입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데이터 보호 볼륨을 편집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데이터
보호(DP) 볼륨의 볼륨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스 볼륨에 스토리지 효율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타겟 볼륨에서만 스토리지 효율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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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DP 볼륨의 스토리지 효율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편집할 DP 볼륨이 있는 스토리지 가상 머신(SVM)을 선택합니다.

3. 수정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4. Edit Data Protection Volume * (데이터 보호 볼륨 편집 *) 대화 상자에서 볼륨 이름을 수정합니다.

5. 스토리지 효율성 사용 *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볼륨에 스토리지 효율성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면 확인란이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6. * 선택 사항: * 고급 * 탭을 클릭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볼륨에 할당할 캐싱 정책을 선택합니다.

b. 볼륨의 캐시된 데이터에 대한 보존 우선 순위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의 데이터 보호 FlexVol 볼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저장 * 을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볼륨을 삭제합니다

볼륨에 포함된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볼륨에 포함된 데이터를 다른 위치로 복사한
경우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 버전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FlexVol 볼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삭제하면 볼륨의 모든 데이터가 제거되고 해당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FlexVol 볼륨을 삭제하기 전에 다음 조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 볼륨은 마운트 해제되어야 하며 오프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 FlexClone 볼륨은 상위 볼륨에서 분리되거나 FlexVol 볼륨이 복제된 경우 폐기되어야 합니다.

• 볼륨이 하나 이상의 SnapMirror 관계에 있는 경우 SnapMirror 관계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FlexVol 볼륨을 삭제할 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전체 SnapLock 엔터프라이즈 볼륨 또는 SnapLock 엔터프라이즈 볼륨의 파일을 삭제할 수 있지만 SnapLock

엔터프라이즈 볼륨의 파일 내 데이터만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 데이터가 볼륨에 커밋된 경우 SnapLock Compliance 볼륨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FlexVol에 qtree와 볼륨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qtree가 디렉토리로 표시됩니다. 볼륨을 삭제할 때 실수로 Qtree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원본 볼륨과 FlexCache 볼륨을 연결한 경우 원본 볼륨을 삭제하려면 먼저 FlexCache 볼륨을 삭제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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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삭제할 볼륨이 상주하는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선택합니다.

3. 삭제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삭제할 올바른 볼륨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볼륨을 삭제하면 볼륨의 모든 데이터가 제거되고
해당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4. 삭제 * 를 클릭합니다.

5.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lexClone 볼륨을 생성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기존 FlexVol

볼륨의 쓰기 가능한 시점 복사본이 필요한 경우 FlexClone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할
볼륨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운영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추가 사용자에게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FlexClone 라이센스는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해야 합니다.

• 복제할 볼륨은 온라인이어야 하며 루트가 아닌 볼륨이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SnapMirror 대상의 FlexClone 볼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본 스냅샷 복사본은 통화 중으로 표시되며 삭제할 수
없습니다. FlexClone 볼륨이 최신 스냅샷 복사본이 아닌 스냅샷 복사본에서 생성되었으며 해당 스냅샷 복사본이 소스
볼륨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대상 볼륨에 대한 모든 SnapMirror 업데이트가 실패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볼륨 목록에서 클론 복제할 FlexVol 볼륨을 선택합니다.

4. 추가 작업 * > * 클론 * > * 생성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5. 생성할 FlexClone 볼륨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 선택 사항: * 새 FlexClone 볼륨에 대한 씬 프로비저닝을 설정하려면 * 씬 프로비저닝 * 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정은 상위 볼륨의 설정과 동일합니다.

7. FlexClone 볼륨을 만들기 위해 기본 스냅샷 복사본으로 사용할 스냅샷 복사본을 만들거나 기존 스냅샷 복사본을
선택합니다.

8. 클론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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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lexClone 파일을 생성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부모 파일의
쓰기 가능한 복사본인 FlexClone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사본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클론 생성된 파일은 액티브 파일 시스템의 일부여야 합니다.

• FlexClone 라이센스는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FlexClone 파일은 FlexVol 볼륨에만 지원됩니다.

상위 볼륨이 아닌 상주하는 볼륨에서 상위 파일에 액세스하여 볼륨 내에 있는 상위 파일의 FlexClone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SnapLock 볼륨에 FlexClone 파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볼륨 목록에서 FlexClone 파일을 생성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4. 추가 작업 * > * 클론 * > * 생성 * > * 파일 * 을 클릭합니다.

5. FlexClone 파일 작성 * 대화 상자에서 복제할 파일을 선택한 다음 FlexClone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6. 클론 * 을 클릭합니다.

결과

FlexClone 파일은 상위 파일과 동일한 볼륨에 생성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상위 볼륨에서 FlexClone 볼륨을 분할합니다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FlexClone 볼륨을 상위
볼륨에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 후에 FlexClone 볼륨은 일반 FlexVol 볼륨이 됩니다. 또한
상위 볼륨의 디스크 공간을 계속 사용하며 스토리지 효율성이 유지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FlexClone 볼륨은 온라인이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_NOT_AFF 시스템인 시스템의 경우 클론 분할 작업은 클론의 기존 스냅샷 복사본을 모두 삭제합니다. SnapMirror

업데이트에 필요한 스냅샷 복사본도 삭제됩니다. 따라서 후속 SnapMirror 업데이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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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에 대해 다른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클론 분할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이 완료된 후 클론
분할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상위 볼륨에서 분할할 FlexClone 볼륨을 선택합니다.

4. 추가 작업 * > * 클론 * > * 분할 * 을 클릭합니다.

5. 클론 분할 작업에 대한 FlexClone 볼륨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 대화 상자에서 * 분할 시작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FlexClone 볼륨 계층 - ONTAP 9.7 이하 버전을 봅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FlexClone

볼륨 및 상위 볼륨의 계층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볼륨 목록에서 필요한 볼륨을 선택합니다.

4. More Actions * > * Clone * > * View Hierarchy * 를 클릭합니다.

결과

하위 FlexClone 볼륨이 하나 이상 있는 볼륨이 표시됩니다. FlexClone 볼륨은 각 상위 볼륨의 하위 볼륨으로
표시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볼륨 상태를 변경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방식을 사용하여 볼륨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거나, 볼륨을 다시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거나,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려는 경우 FlexVol 볼륨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볼륨이 볼륨 복사본 작업의 대상이 되거나 SnapMirror 복제 작업이 수행되도록 하려면 볼륨이 제한된 상태여야
합니다.

• NAS 볼륨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려면 NAS 볼륨을 마운트 해제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볼륨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여 볼륨에 대한 유지 관리를 수행하거나, 볼륨을 이동하거나, 볼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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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이 오프라인이면 클라이언트가 볼륨을 읽기 또는 쓰기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루트 볼륨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상태를 수정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4. More Actions * > * Change status to * 메뉴에서 필요한 볼륨 상태를 선택합니다.

5. 확인 대화 상자에서 * 확인 * 을 클릭하여 볼륨 상태를 변경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저장된 스냅샷 복사본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볼륨 창의
아래쪽 창에 있는 스냅샷 복사본 탭에서 선택한 볼륨에 대해 저장된 모든 스냅샷 복사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된 스냅샷 복사본 목록을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의 이름을 변경, 복원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볼륨이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한 번에 하나의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만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저장된 스냅샷 복사본을 확인할 볼륨 옆의 더하기 기호(+)를 클릭합니다.

4. 볼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 자세한 정보 표시 *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5. Snapshot 복사본 * 탭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볼륨에 대해 사용 가능한 스냅샷 복사본 목록이 표시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정의된 일정 이외의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정의된 일정
이외의 볼륨에 대한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하여 특정 시점의 파일 시스템 상태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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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볼륨 목록에서 볼륨을 선택합니다.

4. More Actions * > * Manage Snapshots * > * Create * 를 클릭합니다.

5. 스냅샷 복사본 생성 * 대화 상자에서 기본 이름을 변경하려면 스냅샷 복사본의 새 이름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문자는 ASCII 문자, 숫자, 하이픈(-), 밑줄(_), 마침표(.) 및 더하기(+) 기호입니다.

스냅샷 복사본의 기본 이름은 볼륨 이름과 타임 스탬프로 구성됩니다.

6. Create * 를 클릭합니다.

7. 생성한 스냅샷 복사본이 * Snapshot 복사본 * 탭의 스냅샷 복사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 예약 공간을 설정합니다

ONTAP 9.7 이하에서 ONTAP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에 대한 공간(백분율로 측정됨)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복사본 예약 공간을
설정하면 스냅샷 복사본에 활성 파일 시스템 공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디스크 공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스냅샷 복사본에 대해 예약된 기본 공간은 SAN 및 VMware 볼륨에 대해 5%입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스냅샷 복사본 예약 공간을 설정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4. 추가 작업 * > * 스냅샷 관리 * > * 구성 설정 * 을 클릭합니다.

5. 스냅샷 복사본을 예약할 볼륨 공간의 비율을 입력하거나 선택한 다음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 디렉토리를 숨깁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버전을 사용하면 볼륨
디렉토리를 볼 때 스냅샷 복사본 디렉토리('.snapshot')가 표시되지 않도록 스냅샷 복사본
디렉토리를 숨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napshot' 디렉토리가 표시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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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냅샷 복사본 디렉토리를 숨길 볼륨을 선택합니다.

4. 추가 작업 * > * 스냅샷 관리 * > * 구성 설정 * 을 클릭합니다.

5. 스냅샷 디렉터리(.snapshot) 표시 * 옵션이 선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다음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의 자동 생성을 예약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볼륨의 자동
스냅샷 복사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만드는 시간과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되는 스냅샷 복사본의 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볼륨 목록에서 필요한 볼륨을 선택합니다.

4. 추가 작업 * > * 스냅샷 관리 * > * 구성 설정 * 을 클릭합니다.

5. 볼륨 스냅샷 복사본 구성 * 대화 상자에서 * 예약된 스냅샷 복사본 사용 * 을 선택합니다.

6. 스냅샷 정책을 선택합니다.

정책 기반 스냅샷 복사본만 실행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7. 확인 * 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스냅샷 복사본 일정을 시작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에서 볼륨을 복원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볼륨을 이전에
생성한 스냅샷 복사본에 기록된 상태로 복원하여 손실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복사본에서 볼륨을 복원하면 복원 작업에서 기존 볼륨 구성을 덮어씁니다.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된 후 볼륨의 데이터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손실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 SnapRestore 라이센스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원하려는 FlexVol 볼륨에 LUN이 포함되어 있으면 LUN을 마운트 해제하거나 매핑 해제해야 합니다.

• 복원된 볼륨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 볼륨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에게 볼륨을 되돌리려고 하고 선택한 스냅샷 복사본의 데이터가 볼륨의 현재 데이터를
대체한다는 알림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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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하려는 볼륨에 다른 볼륨에 대한 연결 지점이 있는 경우 이러한 연결 지점에 마운트된 볼륨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 SnapLock 컴플라이언스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은 복원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스냅샷 복사본에서 복원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4. More Actions * > * Manage Snapshots * > * Restore * 를 클릭합니다.

5. 적절한 스냅샷 복사본을 선택한 다음 * 복원 * 을 클릭합니다.

6.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복원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의 만료 날짜를 연장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 만료 날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napLock 라이센스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SnapLock용 SnapVault 관계의 대상인 데이터 보호(DP)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에 대한 만료 날짜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볼륨을 선택합니다.

4. 볼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 자세한 정보 표시 * 를 클릭합니다.

5. Snapshot 복사본 * 탭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볼륨에 대해 사용 가능한 스냅샷 복사본 목록이 표시됩니다.

6. 수정할 스냅샷 복사본을 선택하고 * 만료 날짜 연장 * 을 클릭합니다.

7. 만료 날짜 연장 * 대화 상자에서 만료 날짜를 지정합니다.

값은 1일 ~ 70년 또는 무한대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8. 확인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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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의 이름을 바꿉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방식을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의 이름을 변경하여 스냅샷 복사본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napVault 관계에 있는 SnapLock DP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WORM 상태로 커밋됨)은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볼륨을 클릭합니다.

4. 볼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 자세한 정보 표시 *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5. Snapshot 복사본 * 탭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볼륨에 대해 사용 가능한 스냅샷 복사본 목록이 표시됩니다.

6. 이름을 바꿀 스냅샷 복사본을 선택한 다음 * 추가 작업 * > * 이름 바꾸기 * 를 클릭합니다.

7. 새 이름을 지정한 다음 * 이름 바꾸기 * 를 클릭합니다.

유효한 문자는 ASCII 문자, 숫자, 하이픈(-), 밑줄(_), 마침표(.) 및 더하기(+) 기호입니다.

8. Volumes * 창의 * Snapshot Copies * 탭에서 스냅샷 복사본 이름을 확인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합니다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하여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거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디스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복사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용 중이거나 잠겨 있는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하려면 스냅샷 복사본을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냅샷
복사본을 릴리즈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FlexClone 볼륨이 해당 스냅샷 복사본을 사용 중인 경우 상위 볼륨의 기본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기본 스냅샷 복사본은 FlexClone 볼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스냅샷 복사본입니다. 기본 스냅샷 복사본은 항상 상위
볼륨에 '사용 중' 및 애플리케이션 의존성 상태를 '사용 중, vclone’으로 표시합니다.

• SnapMirror 관계에 사용되는 잠긴 스냅샷 복사본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스냅샷 복사본은 잠겨 있으며 다음 업데이트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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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샷 복사본이 만료되기 전에 SnapVault 관계에 사용되는 SnapLock DP 볼륨에서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SnapVault 관계에 있는 SnapLock DP 볼륨의 만료되지 않은 스냅샷 복사본(WORM 상태로 커밋됨)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볼륨을 확장합니다.

4. 볼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 자세한 정보 표시 *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5. Snapshot 복사본 * 탭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볼륨에 대해 사용 가능한 스냅샷 복사본 목록이 표시됩니다.

6. 삭제할 스냅샷 복사본을 선택합니다.

7. 삭제 * 를 클릭합니다.

8.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https://["ONTAP 9 문서 센터"]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볼륨 크기를 조정합니다

볼륨이 거의 전체 용량에 도달하면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볼륨 크기를 늘리거나, 일부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하거나, 스냅샷 예약
공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의 볼륨 크기 조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여유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자동으로 확장되도록 구성된 볼륨의 경우 볼륨 크기를 늘렸습니다.

• 미러 관계가 끊기는 경우 또는 볼륨에서 역재동기화 작업이 수행된 경우 데이터 보호 볼륨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크기를 조정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4. 추가 작업 * > * 크기 조정 * 을 클릭합니다.

5.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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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 마침 * 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7. 사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변경 사항과 * Volumes * 창에서 볼륨의 전체 공간을 확인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볼륨에서 스토리지 효율성 실현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제거 및 데이터 압축을 모두 구성하거나, 스토리지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볼륨에 대해서만 중복 제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생성할 때 스토리지 효율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볼륨을 편집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볼륨이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 정책 기반 중복제거 일정을 사용하려면 효율성 정책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백그라운드 중복제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백그라운드 압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백그라운드 압축 및 백그라운드 중복제거를 각각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인라인 압축 및 인라인 중복제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ll-Flash 최적화 속성을 가진 애그리게이트 및 Flash Pool 애그리게이트에 포함된 볼륨에 대해서만 인라인
중복제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ystem Manager 9.6부터는 FlexGroup DP 볼륨의 스토리지 효율성 편집이 지원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스토리지 효율성을 활성화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 Edit * 를 클릭합니다.

4. 볼륨 편집 * 대화 상자에서 * 스토리지 효율성 * 을 클릭합니다.

5. Background Deduplication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중복 제거를 실행합니다.

중복 제거를 실행하려는 경우… 그러면…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a. 정책 기반 *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b. SELECT * 를 클릭한 다음 스토리지 효율성 정책을
선택합니다.

c. 확인 * 을 클릭합니다.

필요 시 On-demand *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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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백그라운드 압축을 활성화하려면 * Background Compression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All-Flash 최적화 속성을 가진 애그리게이트에 포함된 볼륨에 대해 백그라운드 압축을 활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8. 볼륨에 쓰는 동안 데이터를 압축하려면 * Inline Compression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라인 압축은 All-Flash 최적화 퍼스낼리티가 포함된 애그리게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볼륨에 대해
활성화됩니다.

9. 데이터가 디스크에 기록되기 전에 데이터 중복 제거를 실행하려면 * Inline Deduplication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라인 중복제거는 All-Flash 최적화 퍼스낼리티가 포함된 애그리게이트에 포함된 볼륨에서
활성화됩니다.

10.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중복 제거 일정을 변경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중복 제거를
수동으로, 자동으로 또는 지정한 일정에 따라 실행하도록 선택하여 중복제거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중복 제거 일정을 수정할 읽기/쓰기 볼륨을 선택합니다.

4. 편집 * 을 클릭한 다음 * 스토리지 효율성 * 탭을 클릭합니다.

5. 필요에 따라 중복 제거 일정을 변경합니다.

6.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중복 제거 작업을 실행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FlexVol 볼륨을
생성한 직후 중복제거를 실행하거나 지정된 시간에 중복제거를 실행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볼륨에서 중복 제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볼륨이 온라인 상태이고 마운트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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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거는 작업 중에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이므로 진행 중인 다른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을 수행하려면 먼저 중복 제거를 취소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중복 제거를 실행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4. 추가 작업 * > * 스토리지 효율성 * 을 클릭합니다.

5. 볼륨에서 중복 제거를 처음으로 실행하는 경우 * Storage Efficiency * (스토리지 효율성 *) 대화 상자에서 * Scan

Entire Volume * (전체 볼륨 스캔 *)을 선택하여 전체 볼륨 데이터에 대해 중복 제거를 실행합니다.

6. 시작 * 을 클릭합니다.

7. 볼륨 * 창의 * 스토리지 효율성 * 탭에서 중복 제거 작업에 대한 마지막 실행 세부 정보를 봅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Aggregate와 노드 간에 FlexVol 볼륨을 이동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면 FlexVol

볼륨을 다른 Aggregate 또는 다른 노드로 중단 없이 이동하여 용량 활용률과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보호(DP) 볼륨을 이동하는 경우 볼륨을 이동하기 전에 데이터 보호 미러링 관계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애그리게이트와 노드 간에 SnapLock 볼륨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이동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4. 추가 작업 * > * 이동 * 을 클릭합니다.

5. 볼륨 이동 * 대화 상자에서 볼륨의 대상 애그리게이트 또는 노드를 선택한 다음 계층화 정책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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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볼륨의 계층화 정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루트 볼륨을 FabricPool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읽기/쓰기 볼륨의 경우 볼륨 이동 중에 계층화 정책을 "백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 후 계층화 정책이 "스냅샷 전용"으로 변경됩니다.

◦ 소스 애그리게이트 및 대상 애그리게이트 모두에서 "이동 후 사용"에 표시되는 용량 계층 값은
예상 값입니다.

정확한 값을 보려면 집계 창으로 이동하여 특정 집계의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이동 * 을 클릭합니다.

볼륨 이동을 위한 컷오버를 수동으로 트리거합니다

볼륨 이동 작업의 경우 볼륨이 컷오버 지연 단계로 전환되면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컷오버를 수동으로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작업이 실패할 경우 시스템에서 컷오버 및 컷오버 작업을 수행할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볼륨 * 탭을 클릭합니다.

4. 볼륨 이동 작업이 시작된 볼륨을 확장합니다.

5. 볼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 자세한 정보 표시 *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6. 개요 * 탭에서 * 컷오버 * 를 클릭합니다.

7. cutover * 대화 상자에서 * 고급 옵션 * 을 클릭합니다.

8. * 선택 사항: * 컷오버 작업과 컷오버 윈도우 기간을 지정합니다.

9. 확인 * 을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QoS에 볼륨을 할당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FlexVol 볼륨
및 FlexGroup 볼륨을 스토리지 QoS(서비스 품질) 정책 그룹에 할당하여 처리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새 볼륨에 스토리지 QoS를 할당하거나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정책 그룹에
이미 할당된 볼륨의 스토리지 QoS 세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스토리지 QoS는 온라인 상태인 읽기/쓰기(RW) 볼륨에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스토리지 객체가 정책 그룹에 할당된 경우 볼륨에 스토리지 QoS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 볼륨의 상위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SVM

◦ 볼륨의 하위 LU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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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의 하위 파일

• 스토리지 QoS를 할당하거나 최대 10개의 볼륨에 대한 QoS 세부 정보를 동시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스토리지 QoS를 할당할 볼륨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4. 추가 작업 * > * 스토리지 QoS * 를 클릭합니다.

5. FlexVol 볼륨의 워크로드 성능을 관리하려면 * 서비스 품질 세부 정보 * 대화 상자에서 * 스토리지 서비스 품질 관리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볼륨 중 일부가 이미 정책 그룹에 할당된 경우 변경한 내용이 해당 볼륨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새 스토리지 QoS 정책 그룹을 생성하거나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하여 FlexVol 볼륨의 I/O(Input/Output) 성능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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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새 정책 그룹을 생성합니다 a. 새 정책 그룹 * 을 선택합니다.

b. 정책 그룹 이름을 지정합니다.

c.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System Manager 9.5에서는 성능 기반 All-

Flash 최적화 개인성에만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에서는 ONTAP Select 프리미엄 시스템의
최소 처리량 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 볼륨의 최소
처리량 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처리량 값을 지정하지 않거나 최소 처리량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없음""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d. 정책 그룹에 있는 개체의 워크로드가 지정된 처리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과 최대 처리량 제한은 단위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IOPS,

B/s, KB/s, MB/s 등의 최대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처리량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무제한""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지정하는
단위는 최대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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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합니다 a. 기존 정책 그룹 * 을 선택한 다음 * 선택 * 을
클릭하여 정책 그룹 선택 대화 상자에서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합니다.

b.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System Manager 9.5에서는 성능 기반 All-

Flash 최적화 개인성에만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에서는 ONTAP Select 프리미엄 시스템의
최소 처리량 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 볼륨의 최소
처리량 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처리량 값을 지정하지 않거나 최소 처리량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없음""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c. 정책 그룹에 있는 개체의 워크로드가 지정된 처리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과 최대 처리량 제한은 단위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IOPS,

B/s, KB/s, MB/s 등의 최대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처리량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무제한""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지정하는 단위는
최대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책 그룹이 둘 이상의 개체에 할당된 경우 지정한
최대 처리량은 객체 간에 공유됩니다.

7. * 선택 사항: * 선택한 볼륨 목록을 검토하려면 볼륨 수를 지정하는 링크를 클릭한 다음 목록에서 볼륨을 제거하려면
* 폐기 * 를 클릭합니다.

이 링크는 여러 볼륨을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8. 확인 * 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관리자-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소스 SVM에서 미러링 관계를 생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소스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서 미러 관계를 생성하고 미러 정책과 일정을 미러 관계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미러 복제본을 사용하면 소스 볼륨의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손실된 경우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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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에서 SnapMirror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일부 플랫폼의 경우 대상 클러스터에 SnapMirror 라이센스 및 DPO(데이터 보호 최적화)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소스 클러스터에 SnapMirror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 대상 클러스터에서 DPO 라이센스가 활성화된 후에는 소스 클러스터의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야
'보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napLock 볼륨을 미러링하는 동안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 모두에 SnapMirror 라이센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 클러스터에 SnapLock 라이센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타겟 클러스터, 소스 SVM 및 타겟 SVM이 건전한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대상 Aggregate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FlexVol 볼륨은 온라인이어야 하며 읽기/쓰기 유형이어야 합니다.

• SnapLock 애그리게이트 유형은 두 클러스터 모두에서 같아야 합니다.

• 한 번에 최대 25개의 볼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ONTAP 9.2 이하 버전을 실행하는 클러스터에서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이 활성화된
원격 클러스터로 연결하는 경우 원격 클러스터에서 암호 기반 인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ystem Manager는 계단식 관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대상 볼륨은 다른 관계의 소스 볼륨이 될 수 없습니다.

• 같은 유형의 SnapLock 볼륨에만 미러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볼륨이 SnapLock 엔터프라이즈 볼륨인 경우 대상 볼륨도 SnapLock 엔터프라이즈 볼륨이어야
합니다.

• 소스 볼륨에서 암호화가 사용되고 대상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의 ONTAP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 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타겟 볼륨에서 암호화가 비활성화됩니다.

• FlexCache 애플리케이션에만 대해 피어링이 있고 SnapMirror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피어링 권한이 없는 SVM은
이 작업의 SVM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ONTAP System Manager 9.6 고급 피어링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이러한 SVM에 대한 허가 또는 피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작업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보호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미러 관계를 생성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 추가 작업 * > * 보호 * 를 클릭합니다.

보호 * 옵션은 읽기/쓰기 볼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Replication *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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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 경우 수행할 작업…

비동기식 a. * 선택 사항: * 복제 유형 및 관계 유형을 모르는 경우
* 도움말 선택 * 을 클릭하고 값을 지정한 다음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b. 관계 유형을 선택합니다.

관계 유형은 대칭 복사, 볼트, 대칭 복사 및 볼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클러스터 및 SVM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d. 필요한 경우 볼륨 이름 접미사를 수정합니다.

동기식이다 a. * 선택 사항: * 복제 유형 및 관계 유형을 모르는 경우
* 도움말 선택 * 을 클릭하고 값을 지정한 다음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b. 동기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동기화 정책은 StrictSync 또는 Sync 일 수
있습니다.

c. 클러스터 및 SVM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d. 필요한 경우 볼륨 이름 접미사를 수정합니다.

5. 를 클릭합니다 *, 보호 정책 및 보호 일정을 업데이트하고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 * 를 선택한 다음 보호
관계를 초기화합니다.

6. 저장 * 을 클릭합니다.

결과

다음과 같은 기본 설정으로 DP 유형의 새 대상 볼륨이 생성됩니다.

• 자동 확장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압축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 언어 속성은 소스 볼륨의 언어 특성과 일치하도록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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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FlexVol 볼륨이 소스 FlexVol 볼륨과 다른 SVM에 있는 경우 관계가 아직 없는 경우 두 SVM 간에 피어 관계가
생성됩니다.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 사이에 미러 관계가 생성됩니다. 관계를 초기화하기로 선택한 경우 기본 스냅샷 복사본이 대상
볼륨으로 전송됩니다.

• 관련 정보 *

보호 윈도우

시스템 관리자-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소스 SVM에서 볼트 관계를 생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소스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서 볼트 관계를 생성하고 볼트 관계에 볼트 정책을 할당하여 백업
볼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백업 데이터를 백업
볼트 대상에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 모두에서 SnapVault 라이센스 또는 SnapMirror 라이센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일부 플랫폼의 경우 대상 클러스터에 SnapVault 라이센스 또는 SnapMirror 라이센스가 있고
DPO(데이터 보호 최적화) 라이센스가 활성화된 경우 소스 클러스터에 SnapVault 라이센스
또는 SnapMirror 라이센스가 반드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 대상 클러스터에서 DPO 라이센스가 활성화된 후에는 소스 클러스터의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야
'보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타겟 클러스터, 소스 SVM 및 타겟 SVM이 건전한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대상 Aggregate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소스 애그리게이트와 대상 애그리게이트는 64비트 애그리게이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볼트(XDP)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볼트 정책이 없는 경우 볼트 정책을 작성하거나 자동으로 할당된 기본 볼트 정책(XDPDefault)을 수락해야 합니다.

• FlexVol 볼륨은 온라인이어야 하며 읽기/쓰기 유형이어야 합니다.

• SnapLock 집계 유형은 같아야 합니다.

• 한 번에 최대 25개의 볼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ONTAP 9.2 이하 버전을 실행하는 클러스터에서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이 활성화된
원격 클러스터로 연결하는 경우 원격 클러스터에서 암호 기반 인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ystem Manager는 계단식 관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대상 볼륨은 다른 관계의 소스 볼륨이 될 수 없습니다.

• 비 SnapLock(운영) 볼륨과 SnapLock 대상(보조) 볼륨 간 잠금 볼트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소스 볼륨에서 암호화가 사용되고 대상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의 ONTAP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 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타겟 볼륨에서 암호화가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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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볼트 관계를 작성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 추가 작업 * > * 보호 * 를 클릭합니다.

보호 * 옵션은 읽기/쓰기 볼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Replication * 유형을 선택합니다.

복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 경우 수행할 작업…

비동기식 a. * 선택 사항: * 복제 유형 및 관계 유형을 모르는 경우
* 도움말 선택 * 을 클릭하고 값을 지정한 다음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b. 관계 유형을 선택합니다.

관계 유형은 대칭 복사, 볼트, 대칭 복사 및 볼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클러스터 및 SVM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d. 필요한 경우 볼륨 이름 접미사를 수정합니다.

동기식이다 a. * 선택 사항: * 복제 유형 및 관계 유형을 모르는 경우
* 도움말 선택 * 을 클릭하고 값을 지정한 다음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b. 동기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동기화 정책은 StrictSync 또는 Sync 일 수
있습니다.

c. 클러스터 및 SVM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d. 필요한 경우 볼륨 이름 접미사를 수정합니다.

5. 를 클릭합니다 *, 보호 정책 및 보호 일정을 업데이트하고, 타겟 볼륨에서 SnapLock 속성을 활성화하고,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한 다음 보호 관계를 초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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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장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보호 윈도우

시스템 관리자-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소스 SVM에서 미러링 및 소산 관계를 생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소스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서 미러 및 소산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생성하면
소스 볼륨에서 대상 볼륨으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소스 볼륨의 백업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장기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소스 클러스터에서 ONTAP 8.3.2 이상이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에서 SnapMirror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일부 플랫폼의 경우 대상 클러스터에 SnapMirror 라이센스 및 DPO(데이터 보호 최적화)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소스 클러스터에 SnapMirror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 대상 클러스터에서 DPO 라이센스가 활성화된 후에는 소스 클러스터의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야
'보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는 정상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소스 SVM 및 타겟 SVM은 정상 피어 관계에 있거나 타겟 SVM에 동료에게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대상 Aggregate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소스 애그리게이트와 대상 애그리게이트는 64비트 애그리게이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FlexVol 볼륨은 온라인이어야 하며 읽기/쓰기 유형이어야 합니다.

• SnapLock 집계 유형은 같아야 합니다.

• 한 번에 최대 25개의 볼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ONTAP 9.2 이하 버전을 실행하는 클러스터에서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이 활성화된
원격 클러스터로 연결하는 경우 원격 클러스터에서 암호 기반 인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ystem Manager는 계단식 관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대상 볼륨은 다른 관계의 소스 볼륨이 될 수 없습니다.

• 소스 볼륨에서 암호화가 사용되고 대상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의 ONTAP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 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타겟 볼륨에서 암호화가 비활성화됩니다.

• FlexCache 애플리케이션에만 대해 피어링이 없고 SnapMirror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피어링 permissions가 없는
SVM은 이 작업의 SVM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ONTAP System Manager 9.6 고급 피어링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이러한 SVM에 대한 허가 또는 피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작업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보호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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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대칭 복사 및 볼트 관계를 작성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 추가 작업 * > * 보호 * 를 클릭합니다.

보호 * 옵션은 읽기/쓰기 볼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Replication * 유형을 선택합니다.

복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 경우 수행할 작업…

비동기식 a. * 선택 사항: * 복제 유형 및 관계 유형을 모르는 경우
* 도움말 선택 * 을 클릭하고 값을 지정한 다음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b. 관계 유형을 선택합니다.

관계 유형은 대칭 복사, 볼트, 대칭 복사 및 볼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클러스터 및 SVM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d. 필요한 경우 볼륨 이름 접미사를 수정합니다.

동기식이다 a. * 선택 사항: * 복제 유형 및 관계 유형을 모르는 경우
* 도움말 선택 * 을 클릭하고 값을 지정한 다음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b. 동기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동기화 정책은 StrictSync 또는 Sync 일 수
있습니다.

c. 클러스터 및 SVM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d. 필요한 경우 볼륨 이름 접미사를 수정합니다.

5. * 선택 사항: * 를 클릭합니다 *, 보호 정책 및 보호 일정을 업데이트하고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 * 를
선택한 다음 보호 관계를 초기화합니다.

6. 저장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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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VMware용 NFS 데이터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서 VMware용 NFS

데이터 저장소 생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VMware용 NFS 데이터 저장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FS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볼륨을 생성하고 NFS 데이터 저장소를 액세스할 수 있는 ESX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NFS 서비스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볼륨을 선택한 다음 * 추가 작업 * > * VMware용 스토리지 용량 할당 * 을 클릭합니다.

4. VMware * 용 NFS 데이터 저장소 생성 마법사에서 필요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5.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 마침 * 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볼륨의 계층화 정책을 변경하십시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볼륨의 기본
계층화 정책을 변경하여 데이터가 비활성 상태가 될 때 볼륨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계층화 정책을 변경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 추가 작업 * > * 계층화 정책 변경 * 을 클릭합니다.

4. 계층화 정책 * 목록에서 필요한 계층화 정책을 선택한 다음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lexGroup 볼륨을 생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특정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하거나 시스템 권장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하여 FlexGroup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FlexGroup 볼륨에는 개별 볼륨 대신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많은 볼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읽기/쓰기(RW) FlexGroup 볼륨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System Manager 9.6부터는 MetroCluster 구성에서 FlexGroup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Create * > * Create FlexGroup * 를 클릭합니다.

219



3. Create FlexGroup * 창에서 FlexGroup 볼륨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범 사례에 따라 애그리게이트가 선택됩니다.

4. 볼륨 암호화를 활성화하려면  볼륨 암호화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 옵션은 볼륨 암호화 라이센스를 활성화했으며 해당 플랫폼이 암호화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 암호화를 켜면 선택한 애그리게이트가 암호화될 때 볼륨 간 스토리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FlexGroup 볼륨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또한 측정 단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6. FabricPool 볼륨에서 FabricPool 애그리게이트를 사용하려면 * FlexGroup * 토글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 FabricPool * 를 활성화하면 드롭다운 메뉴의 다음 선택 항목에서 계층화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스냅샷 전용 *

현재 액티브 파일 시스템에서 참조하고 있지 않은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만 이동합니다. 스냅샷 전용 정책은
기본 계층화 정책입니다.

▪ * 자동 *

비활성(콜드) 데이터 및 스냅샷 복사본을 액티브 파일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합니다.

▪ * 백업(System Manager 9.5용) *

데이터 보호(DP) 볼륨의 새로 전송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합니다.

▪ * 모두(System Manager 9.6부터) *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합니다.

▪ * 없음 *

볼륨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FabricPool * 를 ""사용 안 함"" 위치에 두면 비 FabricPool 애그리게이트만 생성된 FlexGroup 볼륨에 포함되고
계층화 정책은 ""없음""으로 설정됩니다.

◦ SVM에 FabricPool 애그리게이트가 없는 경우 * FabricPool * 이 "사용 안 함" 위치에 표시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SVM에 FabricPool 애그리게이트만 존재하는 경우 * FabricPool * 버튼이 "활성화됨" 위치에 표시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특정 애그리게이트를 지정하려면 을 클릭합니다  (고급 옵션).

생성하는 FlexGroup 볼륨과 연관된 애그리게이트는 모범 사례에 따라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애그리게이트 *

레이블 옆에 표시됩니다.

8. 보호 * 섹션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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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볼륨 보호 *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b. Replication * 유형을 선택합니다.

동기식 * 복제 유형은 FlexGroup 볼륨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c. 복제 유형 및 관계 유형을 모르는 경우 * 도움말 선택 * 을 클릭합니다.

▪ 값을 지정하고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복제 유형 및 관계 유형은 지정된 값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d. 관계 유형을 선택합니다.

관계 유형은 대칭 복사, 볼트, 대칭 복사, 볼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 타겟 볼륨으로 클러스터 및 SVM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선택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f. 필요에 따라 볼륨 이름 접미사를 수정합니다.

9. Create * 를 클릭하여 FlexGroup 볼륨을 생성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lexGroup 볼륨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FlexGroup

볼륨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할당된 공간, 보호 상태 및 FlexGroup 볼륨의 성능에 대한
그래픽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또한 FlexGroup 볼륨에 사용할 수 있는 스냅샷 복사본, FlexGroup 볼륨에 대한 데이터 보호 관계, 평균 성능 메트릭,

읽기 성능 메트릭, 지연 시간, IOPS, 처리량을 기준으로 FlexGroup 볼륨의 쓰기 성능 메트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표시된 FlexGroup 볼륨 목록에서 정보를 보려는 FlexGroup 볼륨을 선택합니다.

FlexGroup 볼륨, FlexGroup 볼륨에 할당된 공간, FlexGroup 볼륨의 보호 상태 및 FlexGroup 볼륨에 대한 성능
정보가 표시됩니다.

4. FlexGroup 볼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 자세한 정보 표시 *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5. FlexGroup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을 보려면 * Snapshot 복사본 *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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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lexGroup 볼륨의 데이터 보호 관계를 보려면 * 데이터 보호 * 탭을 클릭합니다.

7. 스토리지 효율성 설정을 보려면 * 스토리지 효율성 * 탭을 클릭하십시오.

8. 성능 * 탭을 클릭하여 지연 시간, IOPS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FlexGroup 볼륨의 평균 성능 메트릭, 읽기 성능
메트릭 및 쓰기 성능 메트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FlexGroup 볼륨 편집

System Manager 9.6부터 기존 FlexGroup 볼륨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FlexGroup 볼륨이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FabricPool FlexGroup 볼륨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FabricPool FlexGroup 볼륨은 FabricPool 애그리게이트만 사용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비 FabricPool FlexGroup 볼륨은 비 FabricPool 애그리게이트를 통해서만 확장할 수 있습니다.

• FlexGroup 볼륨에 FabricPool 볼륨과 비 FabricPool 볼륨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FabricPool 및 비 FabricPool

애그리게이트를 사용하여 FlexGroup 볼륨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수정할 FlexGroup 볼륨을 선택하고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4. * 선택 사항: * FlexGroup 볼륨의 이름을 바꾸려면 * 이름 * 필드에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 FlexGroup DP 볼륨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5. * 선택 사항: * 암호화된 * 옵션을 활성화하여 볼륨에 대한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이 옵션은 볼륨 암호화 라이센스를 활성화했으며 해당 플랫폼이 암호화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스냅샷 복사본 예약 공간의 비율을 지정합니다.

7. * 선택 사항: * 를 클릭합니다  FlexGroup 볼륨 설정을 수정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FlexGroup 볼륨에 대한
고급 옵션 지정".

8. FlexGroup 볼륨의 크기를 조정할 크기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애그리게이트는 FlexGroup 볼륨의 크기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볼륨에 허용되는 최소 크기는
크기 필드 옆에 표시됩니다.

새 리소스를 추가하여 FlexGroup 볼륨을 확장하려면 를 클릭합니다  (고급 옵션). 을
참조하십시오 "FlexGroup 볼륨에 대한 고급 옵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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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lexGroup 볼륨의 고급 옵션을 지정합니다

FlexGroup 볼륨을 생성할 때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전 버전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FlexGroup 볼륨과 연결할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 선택 사항: * Create FlexGroup * 창에서 를 클릭합니다  고급 옵션을 지정합니다.

고급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 섹션(왼쪽 열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일반 세부 정보 * 섹션에서 공간 예약 및 보안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볼륨에 대한 UNIX 권한을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FabricPool 애그리게이트에는 공간 예약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씬 프로비저닝이 설정된 경우 데이터가 볼륨에 기록될 때에만 aggregate에서 볼륨에 공간이 할당됩니다.

◦ All-Flash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시스템의 경우 씬 프로비저닝이 기본적으로 설정되고, 다른 스토리지 시스템의
경우 일반 프로비저닝이 기본적으로 설정됩니다.

3. 애그리게이트 * 섹션에서 * 애그리게이트 선택 * 버튼을 사용하여 모범 사례 기본값을 무효화하고 FabricPool

애그리게이트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공간 최적화 * 섹션에서 볼륨에 대해 중복 제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에서는 기본 중복 제거 일정을 사용합니다. 지정된 볼륨 크기가 중복 제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면 볼륨이 생성되고 중복제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All-Flash 최적화 퍼스낼리티가 있는 시스템의 경우 인라인 압축과 '자동' 중복제거 일정이 기본적으로 설정됩니다.

5. QoS * (서비스 품질) 섹션에서 FlexGroup 볼륨의 입출력 성능을 제어하는 정책 그룹을 지정합니다.

6.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려면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lexGroup 볼륨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기존 리소스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새 리소스를 추가하여 FlexGroup 볼륨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FlexGroup 볼륨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기존 애그리게이트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FlexGroup 볼륨을 확장하려면 Aggregate에 확장을 위해 사용 중인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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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크기를 조정할 FlexGroup 볼륨을 선택한 다음 * 추가 작업 * > * 크기 조정 * 을 클릭합니다.

4. FlexGroup 볼륨 크기 조정 * 창에서 FlexGroup 볼륨의 크기를 조정할 크기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애그리게이트는 FlexGroup 볼륨의 크기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
볼륨에 허용되는 최소 크기가 크기 필드 옆에 표시됩니다.

새 리소스를 추가하여 FlexGroup 볼륨을 확장하려면 를 클릭합니다  (고급 옵션).

5. 스냅샷 복사본 예약 공간의 비율을 지정합니다.

6. 크기 조정 * 을 클릭하여 FlexGroup 볼륨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lexGroup 볼륨의 상태를 변경합니다

FlexGrou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볼륨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거나, FlexGroup 볼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FlexGroup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려는 경우 FlexGroup 볼륨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에서는 FlexGroup 볼륨에 대한 구성 요소 레벨 관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상태를 수정할 FlexGroup 볼륨을 선택합니다.

4. More Actions * > * Change status to * 를 클릭한 다음 필요한 상태를 선택하여 FlexGroup 볼륨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lexGroup 볼륨을 삭제합니다

FlexGroup 볼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 버전을 사용하여 FlexGroup 볼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FlexGroup 볼륨의 연결 경로를 마운트 해제해야 합니다.

• FlexGroup 볼륨이 오프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에서는 FlexGroup 볼륨의 구성요소 관리 레벨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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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삭제할 FlexGroup 볼륨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FlexCache 볼륨을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 FlexCache 볼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FlexCache 볼륨을 생성하려면 먼저 FlexCache 용량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볼륨 * 창에서 * 생성 * > * FlexCache * 을 클릭합니다.

FlexCache 볼륨 생성 창이 표시됩니다.

3. * 선택 사항: * 오리진 볼륨 * 영역의 다음 필드는 FlexCache 볼륨을 생성하려는 원본 볼륨의 값을 표시합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클러스터 *: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원본 볼륨과 연관된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 * SVM *: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원래 볼륨이 포함된 SVM을 선택합니다.

피어링되지 않고 피어링이 허용된 SVM을 선택하는 경우 System Manager를 통해 명시적으로 피어링할 수
있습니다.

◦ * 볼륨 *: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볼륨 이름을 선택하거나 필드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4. FlexCache 볼륨 * 영역의 다음 필드에는 만들고 있는 FlexCache 볼륨의 기본값이 표시됩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SVM *: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FlexCache 볼륨을 생성할 SVM을 선택합니다. FlexCache 라이센스
용량이 가득 찼거나 거의 꽉 찬 경우 * FlexCache 라이센스 관리 * 를 선택하여 라이센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새 볼륨 이름 *: FlexCache 볼륨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 크기 *: 측정 단위를 포함하여 FlexCache 볼륨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크기 필드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정하는 크기는 라이센스 용량 크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FlexCache 볼륨을 만들려면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볼륨 * 창으로 돌아가 볼륨 목록에서 FlexCache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225



볼륨 창

FlexCache 볼륨 정보 보기

System Manager 9.6부터 FlexCache 볼륨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할당된 공간과
FlexCache 볼륨의 성능을 그래픽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표시된 볼륨 목록에서 정보를 보려는 FlexCache 볼륨을 선택합니다.

style * 열은 FlexCache 볼륨에 대해 "FlexCache"를 표시합니다.

선택하면 선택한 FlexCache 볼륨에 대한 볼륨 창이 표시됩니다.

4. 처음에는 * Volume * (볼륨 *) 창에 * Overview * (개요 *) 탭이 표시됩니다. FlexCache 볼륨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보려면 탭을 클릭합니다.

이 탭을 클릭합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 개요 * FlexCache 볼륨, FlexCache 볼륨에 할당된 공간 및
FlexCache 볼륨에 대한 성능 정보에 대한 일반
정보입니다.

• 스토리지 효율성 * FlexCache 볼륨의 스토리지 효율성 설정입니다.

• 성능 * 지연 시간, IOPS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FlexCache

볼륨의 평균 성능 메트릭, 읽기 성능 메트릭 및 쓰기 성능
메트릭 캐시 적중 또는 캐시 비적중 비율도 표시됩니다.

5. * 선택 사항: * 추가 작업 * 을 클릭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드롭다운 메뉴의 선택 사항에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조치 설명

상태를 변경합니다 FlexCache 볼륨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FlexCache 볼륨의 상태를 변경합니다".

크기 조정 FlexCache 볼륨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FlexCache 볼륨 크기 조정".

스토리지 효율성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FlexCache 볼륨의 스토리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QoS FlexCache 볼륨의 최소 및 최대 스토리지 제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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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설명

암호화 키를 다시 입력하다 암호화 키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FlexCache 볼륨을
포함하는 피어 클러스터에서 암호화를 활성화한
경우에만).

FlexCache 볼륨 편집

System Manager 9.6부터 기존 FlexCache 볼륨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수정할 FlexCache 볼륨을 선택하고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4. * 선택 사항: * FlexCache 볼륨 * 아래의 * 볼륨 * 필드에 FlexCache 볼륨의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5. * 선택 사항: * FlexCache Volume * 아래의 * Size * 필드에 FlexCache 볼륨의 새 크기를 입력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측정 단위를 선택합니다.

6. * 선택 사항: * 암호화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7. * 선택 사항: * 를 클릭합니다  FlexCache 볼륨 고급 설정을 수정합니다. 을 참조하십시오 "FlexCache 볼륨에
대한 고급 설정".

8.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FlexCache 볼륨에 대한 고급 옵션 지정

System Manager 9.6부터 FlexCache 볼륨을 편집할 때 FlexCache 볼륨과 연결할 고급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 선택 사항: * FlexCache 볼륨 편집 * 창에서 을 클릭합니다  고급 옵션을 지정합니다.

고급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 섹션(왼쪽 열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 선택 사항: * 일반 세부 정보 * 섹션에서 볼륨에 대한 권한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애그리게이트 * 섹션에서 * 애그리게이트 선택 * 전환 버튼을 사용하여 모범 사례 기본값을 무시하고 애그리게이트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스토리지 효율성 * 섹션에서 볼륨에 대해 압축 및 중복제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FlexCache 볼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복제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된 볼륨 크기가 중복 제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System Manager에서는 기본 중복 제거 일정을 사용합니다.

5.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려면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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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Cache 볼륨 크기 조정

System Manager 9.6부터 기존 리소스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새 리소스를 추가하여 FlexCache

볼륨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FlexCache 볼륨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기존 애그리게이트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FlexCache 볼륨을 확장하려면 Aggregate에 확장을 위해 사용 중인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크기를 조정할 FlexCache 볼륨을 선택한 다음 * 추가 작업 * > * 크기 조정 * 을 클릭합니다.

4. FlexCache 볼륨 크기 조정 * 창에서 FlexCache 볼륨의 크기를 조정할 크기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애그리게이트는 FlexCache 볼륨의 크기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
볼륨에 허용되는 최대 크기가 크기 필드 옆에 표시됩니다.

새 리소스를 추가하여 FlexCache 볼륨을 확장하려면 를 클릭합니다  (고급 옵션). 을
참조하십시오 "FlexCache 볼륨에 대한 고급 옵션 지정".

5. FlexCache 볼륨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FlexCache 볼륨의 상태를 변경합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는 FlexCache 볼륨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거나 FlexCache 볼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FlexCache 볼륨 액세스를 제한하려는 경우 System Manager 9.6부터
볼륨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상태를 수정할 FlexCache 볼륨을 선택합니다.

4. More Actions * > * Change status to * 를 클릭한 다음 필요한 상태를 선택하여 FlexCache 볼륨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FlexCache 볼륨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상태를 "제한됨"으로 변경하려면 먼저 볼륨을 마운트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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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Cache 볼륨을 삭제하는 중입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FlexCache 볼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FlexCache 볼륨의 연결 경로를 마운트 해제해야 합니다.

• FlexCache 볼륨이 오프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볼륨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 모든 SVM * 을 선택합니다.

3. 삭제할 FlexCache 볼륨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볼륨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가 설치된 FlexVol 볼륨의 볼륨 보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으로 FlexVol 볼륨에 대한 볼륨
보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볼륨 보장(_space 보장 _ 이라고도 함)은 볼륨의 공간이 해당
포함하는 aggregate에서 할당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 공간이 볼륨에 사전 할당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증은 볼륨의 속성입니다.

새 볼륨을 생성할 때 보증을 설정합니다. 새 보장을 적용할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기존 볼륨의 보장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볼륨 보증 유형은 볼륨(기본 유형) 또는 없음(없음)일 수 있습니다.

• '볼륨’의 보증 유형은 볼륨 생성 시 해당 공간이 데이터에 아직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볼륨에 대한 공간을
할당합니다.

할당된 공간은 해당 애그리게이트의 다른 볼륨에 제공하거나 할당할 수 없습니다.

• 'none’을 보장한다고 해서 볼륨별로 필요한 만큼의 공간만 Aggregate에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 유형의 볼륨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초기 볼륨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대신 추가되는 데이터로 인해
증가하므로 볼륨 데이터가 해당 크기로 확장되지 않으면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없음’을
보장하는 볼륨의 최대 크기는 해당 애그리게이트의 여유 공간 양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양은 애그리게이트의 크기에 의해 제한되지만, 애그리게이트와 연결된 모든 볼륨의 총 크기는
애그리게이트의 여유 공간 크기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애그리게이트에 쓰기를 수용할 수 있는 가용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볼륨에 포함된 LUN 또는
파일(공간 예약 LUN 및 파일 포함)에 대한 쓰기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볼륨에 대해 '볼륨' 보장을 위해 애그리게이트 내 공간을 할당하는 경우, 볼륨에 아직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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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해당 공간은 더 이상 애그리게이트에 있는 가용 공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ggregate의 여유 공간(예:

Aggregate Snapshot 복사본 생성 또는 포함된 Aggregate의 새 볼륨 생성)을 사용하는 작업은 해당 애그리게이트에
충분한 가용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이미 다른 볼륨에 할당된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그리게이트의 여유 공간이 소진되면 사전 할당된 공간이 있는 애그리게이트의 볼륨 또는 파일에 대한 쓰기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장 사항은 온라인 볼륨에만 적용됩니다. 볼륨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면 이 애그리게이트에 있는 다른 볼륨에서 해당
볼륨에 할당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볼륨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보장을
실현하기에는 애그리게이트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부족할 경우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볼륨을 온라인으로 강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볼륨 보장이 비활성화됩니다.

• 관련 정보 *

http://["NetApp 기술 보고서 3965: NetApp 씬 프로비저닝 구축 및 구현 Data ONTAP 8.1(7-Mode)"^]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와 함께 FlexVol 볼륨의 공간 예약을 사용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서는 공간 예약을
사용하여 FlexVol 볼륨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씬 프로비저닝은 해당 스토리지 중 일부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한, 특정 애그리게이트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프로비저닝은 Aggregate에서 충분한 스토리지를 분리하여 언제든지 볼륨의 모든 블록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애그리게이트는 2개 이상의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포함된 볼륨에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씬
프로비저닝을 사용하고 있으며 SVM(예: 멀티 테넌시 환경에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경우) 간에 엄격한 분리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완전히 할당된 볼륨(씩 프로비저닝)을 사용하거나 테넌트 간에 애그리게이트를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간 예약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면 ONTAP 공간 예약 설정이 볼륨에 적용됩니다.

• 관련 정보 *

http://["NetApp 기술 보고서 3563: NetApp 씬 프로비저닝은 필요에 따라 할당 하여 스토리지 활용도를 높입니다"^]

http://["NetApp 기술 보고서 3483: NetApp SAN 또는 IP SAN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씬 프로비저닝"^]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볼륨 크기 조정 옵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 버전에서 사용 가능)에서 볼륨 크기 조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볼륨 크기를 변경하고, 스냅숏 예비 공간을 조정하고,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하고, 변경 결과를 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륨 크기 조정 마법사는 사용된 공간 및 사용 가능한 공간의 양을 포함하여 볼륨 내의 현재 공간 할당을 표시하는 막대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볼륨의 크기 또는 스냅숏 예비 공간을 변경하면 이 그래프가 동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또한 * 공간 계산 *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한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볼륨 크기 조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볼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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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륨 크기를 변경합니다 *

총 볼륨 크기를 변경하여 스토리지 공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 스냅숏 예비 공간 * 을 조정합니다

스토리지 공간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스냅샷 복사본에 예약된 공간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스냅샷 복사본 삭제 *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하여 볼륨 공간을 재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스냅샷 복사본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Autogrow *

필요한 경우 볼륨을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의 볼륨 창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Volumes 창을 사용하여
FlexVol 볼륨 및 FlexGroup 볼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 FlexCache

볼륨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재해 복구용으로 구성된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있는 볼륨을 보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대신 CLI를 사용해야 합니다.

명령 단추 및 열 목록은 선택한 볼륨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선택한 볼륨에 적용할 수 있는 명령 단추 및
열만 볼 수 있습니다.

선택 필드입니다

• * SVM 선택 풀다운 메뉴 *

목록에 표시할 모든 SVM 또는 특정 SV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에서는 다음 옵션을 제공합니다.

◦ * FlexVol *

FlexVol 볼륨을 추가할 수 있는 볼륨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FlexGroup *

FlexGroup 볼륨을 생성할 수 있는 FlexGroup 생성 창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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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exCache *

FlexCache 볼륨을 생성할 수 있는 FlexCache 볼륨 생성 창을 엽니다.

• * 편집 *

선택한 볼륨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 삭제 *

선택한 볼륨을 삭제합니다.

• * 추가 작업 *

에서는 다음 옵션을 제공합니다.

◦ * 상태를 * 로 변경합니다

선택한 볼륨의 상태를 다음 상태 중 하나로 변경합니다.

▪ 온라인

▪ 오프라인

▪ 제한

◦ * 크기 조정 *

볼륨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FlexGroup 볼륨의 경우 기존 리소스를 사용하여 볼륨 크기를 조정하거나 새 리소스를 추가하여 볼륨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FlexCache 볼륨의 경우 애그리게이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 보호 *

소스로 선택된 볼륨에 대한 보호 관계 생성 창을 엽니다.

◦ * 스냅샷 관리 *

에서는 다음을 비롯한 스냅샷 옵션 목록을 제공합니다.

▪ * 생성 *

선택한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스냅샷 생성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 * 구성 설정 *

스냅샷 설정을 구성합니다.

▪ * 복원 *

선택한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을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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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론 *

에서는 다음을 비롯한 클론 옵션 목록을 제공합니다.

▪ * 생성 *

선택한 볼륨의 클론 또는 선택한 볼륨의 파일 클론을 생성합니다.

▪ * 분할 *

상위 볼륨에서 클론을 분할합니다.

▪ * 계층 구조 보기 *

클론 계층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 스토리지 효율성 *

중복 제거를 수동으로 시작하거나 실행 중인 중복 제거 작업을 중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효율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버튼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중복 제거가 설정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 이동 *

볼륨 이동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볼륨을 하나의 애그리게이트 또는 노드에서 동일한 SVM 내의
다른 애그리게이트 또는 노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 스토리지 QoS *

하나 이상의 볼륨을 새 정책 또는 기존 정책 그룹에 할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계층화 정책 변경 *

선택한 볼륨의 계층화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볼륨 암호화 재키 *

볼륨의 데이터 암호화 키를 변경합니다.

볼륨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생성된 새 키를 사용하여 다시 암호화됩니다. 키를 다시 입력하다

System Manager 9.6부터는 FlexGroup DP 볼륨 및 FlexCache 볼륨에 대해 볼륨 암호화 키를 다시 입력하다
NAE 애그리게이트로부터 상속된 암호화가 있는 볼륨에 대해서는 키를 다시 입력하다

동일한 볼륨의 키를 다시 입력하다 작업을 시작할 때 볼륨 이동 작업을 시작하면 키를 다시 입력하다
System Manager 9.5 및 이전 버전에서 볼륨의 변환 또는 키를 다시 입력하다 작업이 진행 중일 때
볼륨을 이동하려고 하면 경고 없이 작업이 중단됩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 변환 또는 키를
다시 입력하다 작업을 계속할 경우 변환 또는 키를 다시 입력하다 작업이 중단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 VMware용 스토리지 용량 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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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볼륨을 생성하고 NFS 데이터 저장소를 액세스할 수 있는 ESX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누락된 보호 관계 보기 *

온라인 상태이고 보호되지 않은 읽기/쓰기 볼륨을 표시하고 보호 관계가 있지만 초기화되지 않은 볼륨을
표시합니다.

• * 필터 재설정 *

누락된 보호 관계를 보도록 설정된 필터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Volumes 창의 목록에 표시할 세부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볼륨 목록

• * 상태 *

볼륨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 * 이름 *

볼륨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스타일 *

System Manager 9.5에서 이 열에는 FlexVol 또는 FlexGroup와 같은 볼륨 유형이 표시됩니다. CLI를 사용하여
생성한 FlexCache 볼륨은 FlexGroup 볼륨으로 표시됩니다.

System Manager 9.6에서 이 열에는 볼륨 유형(FlexVol, FlexGroup 또는 FlexCache)이 표시됩니다.

• * SVM *

볼륨이 포함된 SVM을 표시합니다.

• * 애그리게이트 *

볼륨에 속한 애그리게이트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씬 프로비저닝 *

선택한 볼륨에 대해 공간 보장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온라인 볼륨의 유효한 값은 Yes와 No입니다.

• * 루트 볼륨 *

볼륨이 루트 볼륨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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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가능한 공간 *

볼륨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표시합니다.

• * 총 공간 *

스냅샷 복사본에 예약된 공간을 포함하여 볼륨의 총 공간을 표시합니다.

• * % 사용 *

볼륨에 사용된 공간 크기(백분율)를 표시합니다.

• * 논리적 사용 % *

볼륨에 사용된 공간 예비 공간을 포함하여 논리적 공간의 양(백분율)을 표시합니다.

이 필드는 CLI를 사용하여 논리적 공간 보고를 설정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 논리적 공간 보고 *

볼륨에 논리 공간 보고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이 필드는 CLI를 사용하여 논리적 공간 보고를 설정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 논리적 공간 집행 *

볼륨에서 논리적 공간 계산을 수행할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유형 *

읽기/쓰기용 RW, 로드 공유용 ls, 데이터 보호를 위한 dp 등 볼륨 유형을 표시합니다.

• * 보호 관계 *

볼륨에 보호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ONTAP 시스템과 ONTAP이 아닌 시스템 간의 관계가 성립할 경우 이 값은 기본적으로 No로 표시됩니다.

• * 스토리지 효율성 *

선택한 볼륨에 대해 중복 제거가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암호화됨 *

볼륨이 암호화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QoS 정책 그룹 *

볼륨이 할당된 스토리지 QoS 정책 그룹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열은 숨겨져 있습니다.

• * SnapLock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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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의 SnapLock 유형을 표시합니다.

• * 클론 *

볼륨이 FlexClone 볼륨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볼륨 이동 * 입니다

볼륨이 한 Aggregate에서 다른 Aggregate로 이동하는지,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계층화 정책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의 계층화 정책을 표시합니다. 기본 계층화 정책은 "스냅샷 전용"입니다.

• * 응용 프로그램 *

볼륨에 할당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개요 영역

볼륨이 나열된 행의 왼쪽에 있는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해당 볼륨에 대한 세부 정보의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 * 보호 *

선택한 볼륨에 대한 볼륨 창의 * 데이터 보호 * 탭을 표시합니다.

• * 성능 *

선택한 볼륨에 대한 Volume(볼륨) 창의 * Performance *(성능 *) 탭을 표시합니다.

• * 자세한 정보 표시 *

선택한 볼륨의 Volume(볼륨) 창을 표시합니다.

선택한 볼륨의 볼륨 창입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 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Volumes(볼륨) 창의 볼륨 목록에서 볼륨 이름을 클릭합니다.

• 선택한 볼륨에 대해 표시된 * Overview * 영역에서 * Show More Details * 를 클릭합니다.

볼륨 창에는 다음 탭이 표시됩니다.

• * 개요 탭 *

선택한 볼륨에 대한 일반 정보를 표시하고 볼륨의 공간 할당, 볼륨의 보호 상태 및 볼륨의 성능에 대한 그림 표현을
표시합니다. 개요 탭에는 암호화 상태 및 암호화 유형, 변환 상태 또는 키 다시 설정 상태, 볼륨 이동 상태 및 단계와
같이 이동 중인 볼륨에 대한 정보 등 볼륨 암호화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볼륨이 이동되는 대상 노드 및
애그리게이트, 완료된 볼륨 이동 비율, 볼륨 이동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예상 시간, 볼륨 이동 작업의 세부 정보
또한 이 탭에는 볼륨이 입출력 작업에 대해 차단되었는지 여부 및 작업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도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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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Cache 볼륨의 경우 FlexCache 볼륨의 원본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성능 데이터의 업데이트 간격은 15초입니다.

이 탭에는 다음 명령 단추가 있습니다.

◦ * 컷오버 *

컷오버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컷오버를 수동으로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볼륨 이동 작업이 "복제" 또는 "하드 지연"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 cutover * 명령 버튼이 표시됩니다.

• Snapshot 복사본 탭 *

선택한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을 표시합니다. 이 탭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 단추가 있습니다.

◦ * 생성 *

선택한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할 수 있는 스냅샷 복사본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구성 설정 *

스냅샷 설정을 구성합니다.

◦ 메뉴: 추가 작업 [이름 바꾸기]

선택한 스냅샷 복사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스냅샷 복사본 이름 바꾸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 메뉴: 추가 작업 [복원]

스냅샷 복사본을 복원합니다.

◦ 메뉴: 추가 작업 [만료 기간 연장]

스냅샷 복사본의 만료 기간을 연장합니다.

◦ * 삭제 *

선택한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 데이터 보호 탭 *

선택한 볼륨에 대한 데이터 보호 정보를 표시합니다.

소스 볼륨(읽기/쓰기 볼륨)을 선택하면 탭이 모든 미러 관계, 볼트 관계, 대상 볼륨(DP 볼륨)과 관련된 미러 및 볼트
관계를 표시합니다. 대상 볼륨을 선택하면 소스 볼륨과의 관계가 탭에 표시됩니다.

로컬 클러스터의 일부 또는 모든 클러스터 피어 관계가 불량한 상태인 경우 데이터 보호 탭에서 정상적인 클러스터
피어 관계와 관련된 보호 관계를 표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태가 불량한 클러스터 피어 관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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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 스토리지 효율성 탭 *

다음 창에 정보를 표시합니다.

◦ 막대 그래프

데이터 및 스냅샷 복사본에 사용되는 볼륨 공간을 그래픽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스토리지 효율성 절감을 위한
설정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에 사용된 공간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부 정보

볼륨에 중복제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중복제거 모드, 중복제거 상태, 유형, 볼륨에 인라인 압축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같은 중복제거 속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마지막 러닝 상세 정보

볼륨에 대해 마지막으로 실행된 중복 제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 나와 있습니다. 볼륨의 데이터에
적용된 압축 및 중복제거 작업으로 인한 공간 절약도 표시됩니다.

• * 성능 탭 *

처리량, IOPS, 지연 시간을 비롯하여 선택한 볼륨의 평균 성능 메트릭, 읽기 성능 메트릭 및 쓰기 성능 메트릭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클라이언트 시간대 또는 클러스터 시간대를 변경하면 성능 메트릭 그래프에 영향을 줍니다. 업데이트된 그래프를
보려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 * FlexCache 탭 *

선택한 볼륨이 연결된 FlexCache 볼륨이 있는 원본 볼륨인 경우에만 FlexCache 볼륨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관련 정보 *

FlexVol 볼륨을 생성하는 중입니다

FlexClone 볼륨 생성

FlexClone 파일 생성 중

볼륨을 삭제하는 중입니다

스냅샷 복사본 예약 공간 설정

스냅샷 복사본 삭제

정의된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스냅샷 복사본 생성

볼륨 속성 편집

볼륨의 상태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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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에서 스토리지 효율성 실현

중복제거 일정 변경

데이터 중복 제거 작업을 실행하는 중입니다

상위 볼륨에서 FlexClone 볼륨 분할

볼륨 크기 조정

스냅샷 복사본에서 볼륨 복원

Snapshot 복사본의 자동 생성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스냅샷 복사본의 이름을 바꿉니다

스냅샷 복사본 디렉토리 숨기기

FlexClone 볼륨 계층 구조 보기

FlexGroup 볼륨을 생성하는 중입니다

FlexGroup 볼륨 편집

FlexGroup 볼륨 크기 조정

FlexGroup 볼륨의 상태를 변경합니다

FlexGroup 볼륨을 삭제하는 중입니다

FlexGroup 볼륨 정보 보기

FlexCache 볼륨을 생성하는 중입니다

FlexCache 볼륨 편집

FlexCache 볼륨 크기 조정

FlexCache 볼륨을 삭제하는 중입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및 그 이전 버전의 Junction Path 창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Junction Path 창을
사용하여 SVM 네임스페이스의 교차점에 FlexVol 볼륨을 마운트하거나 마운트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네임스페이스의 분기점에 볼륨을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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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에 있는 직접 상위 볼륨의 언어 설정과 다른 언어 설정을 사용하여 볼륨을 연결 경로에 마운트하는 경우, NFSv3

클라이언트는 일부 문자가 올바르게 디코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부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즉시 상위 디렉토리가 루트 볼륨인 경우에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SnapLock 볼륨은 SVM의 루트 아래에서만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 SnapLock 볼륨 아래에 일반 볼륨을 마운트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Storage * > * Junction Path * 를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볼륨을 마운트할 SVM을 선택합니다.

3. Mount * 를 클릭한 다음 마운트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4. * 선택 사항: * 기본 교차점 이름을 변경하려면 새 이름을 지정합니다.

5. 찾아보기 * 를 클릭한 다음 볼륨을 마운트할 접합 경로를 선택합니다.

6. 확인 * 을 클릭한 다음 * 마운트 * 를 클릭합니다.

7. Details * 탭에서 새 접합 경로를 확인합니다.

FlexVol 볼륨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System Manager의 스토리지 창에 있는 교차점 경로 옵션을 사용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의
분기점에서 FlexVol 볼륨을 마운트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Storage * > * Junction Path * 를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볼륨을 마운트 해제할 SVM을 선택합니다.

3. 마운트 해제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 마운트 해제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마운트 해제 * 를 클릭합니다.

엑스포트 정책을 변경합니다

볼륨이 생성되면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의 루트 볼륨에 대한 기본 엑스포트 정책이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볼륨에 연결된 기본 엑스포트 정책을 변경하여 데이터에 대한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Storage * > * Junction Path * 를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수정할 볼륨이 있는 SVM을 선택합니다.

3. 볼륨을 선택한 다음 * 내보내기 정책 변경 * 을 클릭합니다.

4. 내보내기 정책을 선택한 다음 * 변경 * 을 클릭합니다.

5. Junction Path * 창의 * Export Policy * 열에 볼륨에 적용한 엑스포트 정책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결과

기본 엑스포트 정책은 선택한 엑스포트 정책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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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 경로 창

Junction Path 메뉴를 사용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의 NAS 네임스페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마운트 *

SVM 네임스페이스의 교차점에 볼륨을 마운트할 수 있는 볼륨 마운트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마운트 해제 *

볼륨 마운트 해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상위 볼륨에서 볼륨을 마운트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수출 정책 변경 *

볼륨과 관련된 기존 엑스포트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엑스포트 정책 변경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접합 경로 목록

• * 경로 *

마운트된 볼륨의 연결 경로를 지정합니다. 접합 경로를 클릭하여 관련 볼륨 및 qtree를 볼 수 있습니다.

• * 스토리지 객체 *

접합 경로에 마운트된 볼륨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볼륨에 포함된 qtree도 볼 수 있습니다.

• * 정책 내보내기 *

마운트된 볼륨의 내보내기 정책을 지정합니다.

• * 보안 스타일 *

볼륨의 보안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가능한 값으로는 UNIX(UNIX 모드 비트), NTFS(CIFS ACL용) 및 혼합(혼합
NFS 및 CIFS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세부 정보 탭

이름, 스토리지 객체의 유형, 마운트된 객체의 접속 경로, 엑스포트 정책과 같이 선택한 볼륨 또는 qtree에 대한 일반
정보를 표시합니다. 선택한 개체가 qtree인 경우 공간 하드 제한값, 공간 소프트 제한값 및 공간 사용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공유를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공유를 생성, 편집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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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S 공유를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CIFS 공유를 생성하면 CIFS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폴더, qtree 또는 볼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CIFS를 설정하고 시작하기 전에 CIFS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공유 * 를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CIFS 공유를 생성할 SVM을 선택합니다.

3. 공유 생성 * 을 클릭합니다.

4. Create Share * 창에서 * Browse * 를 클릭하고 공유할 폴더, qtree 또는 볼륨을 선택합니다.

5. 새 CIFS 공유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6. * 선택 사항: * SMB 3.0 이상을 지원하는 클라이언트가 무중단 작업 중에 지속적으로 파일을 열 수 있도록 하려면 *

Hyper-V 및 SQL*에 대한 지속적인 가용성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연 파일은 페일오버, 반환 및 LIF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운영 중단 이벤트로부터 보호됩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 FlexGroup 볼륨의 지속적인 가용성이 지원됩니다.

7. SMB 3.0 암호화를 활성화하려면 이 공유에 액세스하는 동안 데이터 암호화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8. 공유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을 입력한 다음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결과

CIFS 공유는 그룹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모든 권한""으로 설정된 액세스 권한으로 생성됩니다.

공유 액세스를 중지합니다

폴더, qtree 또는 볼륨에 대한 공유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거하려는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공유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CIFS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공유 * 를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중지할 CIFS 공유가 있는 SVM을 선택합니다.

3. 공유 목록에서 공유를 중지할 공유를 선택한 다음 * 공유 중지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Stop * (중지 *)을 클릭합니다.

5. 공유가 * Shares * 창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홈 디렉토리 공유를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홈 디렉토리 공유를 생성하고 홈 디렉토리 검색 경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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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CIFS를 설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공유 * 를 클릭합니다.

2. Create Home Directory * 를 클릭한 다음 사용자가 디렉터리에 매핑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패턴 정보를 제공합니다.

3. Create * 를 클릭합니다.

4. 생성한 홈 디렉토리가 * Shares * 창에 나열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유 설정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심볼 링크 설정, 사용자 또는 그룹의 공유 액세스 권한 및 공유에 대한 액세스 유형과 같은
공유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Hyper-V를 통한 공유의 지속적인 가용성을 설정하거나 해제하고 ABE(액세스
기반 열거)를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 FlexGroup 볼륨의 지속적인 가용성이
지원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공유 * 를 클릭합니다.

2. 공유 목록에서 수정할 공유를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Edit Share Settings *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공유 설정을 수정합니다.

a. General * 탭에서 Hyper-V를 통해 공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지속적인 가용성을 활성화하면 SMB 3.0을 지원하는 SMB 3.0 및 클라이언트가 무중단 운영 중에 지속적으로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열려 있는 파일은 페일오버, 반환 및 LIF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운영 중단
이벤트로부터 보호됩니다.

b. 사용 권한 * 탭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추가한 다음 사용 권한을 할당하여 액세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c. 옵션 * 탭에서 필요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5. 공유 * 창에서 선택한 공유에 대한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ONTAP에서 동적 홈 디렉터리를 활성화하는 방법

ONTAP 홈 디렉터리를 사용하면 연결된 사용자와 변수 집합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디렉터리에 매핑되는 SMB 공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에 대해 별도의 공유를 생성하는 대신 몇 가지 홈 디렉토리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하나의
공유를 구성하여 진입점(공유)과 홈 디렉토리(SVM의 디렉토리) 간의 사용자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사용자로 로그인한 사용자는 홈 디렉토리가 없으며 다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디렉토리에 매핑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변수는 네 가지입니다.

• * 공유 이름 *

사용자가 연결하는 공유의 이름입니다. 이 공유에 대한 홈 디렉토리 속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유 이름에는 다음 동적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사용자의 Windows 사용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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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사용자의 Windows 도메인 이름)

◦ '%u'(사용자의 매핑된 UNIX 사용자 이름)

모든 홈 디렉토리에서 공유 이름을 고유하게 만들려면 공유 이름에 '%w' 또는 '%u' 변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유
이름에는 "%d"와 "%w" 변수(예: "%d"/"%w")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공유 이름에는 정적 부분과 변수 부분(예:

home_""%w")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공유 경로 *

이 경로는 공유에 의해 정의되고 공유 이름 중 하나와 연관되며, SVM의 루트에서 사용자의 전체 홈 디렉토리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각 검색 경로에 추가됩니다. 정적(예: "home"), 동적(예: "%w") 또는 두 가지 조합(예: "eng/%w")일
수 있습니다.

• * 검색 경로 *

ONTAP에서 홈 디렉토리를 검색하도록 지정하는 SVM 루트의 절대 경로 세트입니다. 'vserver cifs home-

directory search-path add' 명령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검색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검색 경로를
지정하면 ONTAP는 유효한 경로를 찾을 때까지 지정된 순서대로 경로를 시도합니다.

• * 디렉토리 *

사용자를 위해 생성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터리 이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검색 경로로
정의된 디렉토리 중 하나에 홈 디렉토리를 생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설정을 고려합니다.

• 사용자: John Smith

• 사용자 도메인: Acme

• 사용자 이름: jsmith

• SVM 이름: vs1

• 홈 디렉토리 공유 이름 #1: home_"%w" - 공유 경로: "%w"

• 홈 디렉토리 공유 이름 #2:"%w" - 공유 경로: "%d/%w"

• 검색 경로 #1:'/vol0home/home'

• 검색 경로 #2:'/vol1home/home'

• 검색 경로 #3:'/vol2home/home'

• 홈 디렉토리: `/vol1home/home/jsmith'

시나리오 1: 사용자가 '\\VS1\home_jsmith’에 연결합니다. 첫 번째 홈 디렉토리 공유 이름과 일치하고 상대 경로
jsmith를 생성합니다. ONTAP는 이제 각 검색 경로를 순서대로 확인하여 jsmith라는 디렉토리를 검색합니다.

• '/vol0home/home/jsmith’가 존재하지 않아 2번 검색경로로 이동함.

• '/vol1home/home/jsmith’가 존재하므로 검색 경로 #3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홈 디렉토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사용자가 '\\VS1\jsmith’에 연결합니다. 두 번째 홈 디렉토리 공유 이름과 일치하고 상대 경로
Acme/jsmith를 생성합니다. ONTAP는 이제 각 검색 경로를 순서대로 확인하여 "Acme/jsmith"라는 디렉토리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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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0home/home/acme/jsmith’가 존재하지 않고 검색 경로 #2로 이동합니다.

• '/vol1home/home/acme/jsmith’가 존재하지 않고 검색 경로 #3으로 이동합니다.

• '/vol2home/home/acme/jsmith’가 존재하지 않아 홈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아 연결이 실패합니다.

공유 창

공유 창을 사용하여 공유를 관리하고 공유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공유 생성 *

공유를 생성할 수 있는 공유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홈 디렉토리 생성 *

새 홈 디렉토리 공유를 생성할 수 있는 홈 디렉토리 공유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선택한 공유의 속성을 수정할 수 있는 설정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공유 중지 *

선택한 개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공유 목록

공유 목록에는 각 공유의 이름과 경로가 표시됩니다.

• * 공유 이름 *

공유 이름을 표시합니다.

• * 경로 *

공유된 기존 폴더, qtree 또는 볼륨의 전체 경로 이름을 표시합니다. 경로 구분 기호는 역슬래시 또는 슬래시일 수
있지만 ONTAP는 모든 경로 구분 기호를 슬래시 로 표시합니다.

• * 홈 디렉토리 *

홈 디렉토리 공유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설명 *

공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표시합니다(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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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유 *

지속적인 가용성을 위해 공유가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 FlexGroup 볼륨의
지속적인 가용성이 지원됩니다.

세부 정보 영역

공유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각 공유에 대한 공유 속성 및 액세스 권한이 표시됩니다.

• * 속성 *

◦ 이름

공유 이름을 표시합니다.

◦ oplocks 상태입니다

공유가 임시 잠금(oplocks)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검색 가능

Windows 클라이언트가 공유를 검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스냅샷 표시

클라이언트에서 스냅샷 복사본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유

지속적인 가용성을 위해 공유를 설정하거나 해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System Manager 9.6부터
FlexGroup 볼륨의 지속적인 가용성이 지원됩니다.

◦ 액세스 기반 열거

공유에 대해 ABE(액세스 기반 열거)를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BranchCache입니다

공유에서 BranchCache를 설정 또는 해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SMB 암호화

SMB 3.0을 사용한 데이터 암호화가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레벨에서 활성화되는지 공유 레벨에서
활성화되는지를 지정합니다. SVM 레벨에서 SMB 암호화가 활성화된 경우 SMB 암호화는 모든 공유에
적용되며 값이 SVM 레벨에서 Enabled로 표시됩니다.

◦ 이전 버전

클라이언트에서 이전 버전을 보고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 공유 액세스 제어 *

공유에 대한 도메인 사용자, 도메인 그룹, 로컬 사용자 및 로컬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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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CIFS를 설정하는 중입니다

System Manager로 LUN 관리 - ONTAP 9.7 이하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여 LUN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LUN 탭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모든 LUN에 액세스하거나 SVM * > * LUN * 을 사용하여 SVM과 관련된 LUN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UN 탭은 FC/FCoE 및 iSCSI 라이센스를 활성화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관련 정보 *

https://["SAN 관리"^]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C SAN에 최적화된 LUN을 생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AFF

플랫폼에서 클러스터를 초기 설정할 때 FC SAN에 최적화된 LUN을 하나 이상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이름이 AFF_SAN_DEFAULT_SVM인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을 하나만 생성하고 이 SVM에 LUN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하드웨어 설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s://["ONTAP 9 문서 센터"]

이 작업에 대해

• 이 방법은 두 개 이상의 노드가 있는 클러스터의 초기 설정 중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에서는 처음 두 노드만 사용하여 LUN을 생성합니다.

• 각 LUN은 별도의 볼륨에 생성됩니다.

• 볼륨이 씬 프로비저닝되었습니다.

• 생성된 LUN에서 공간 예약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클러스터 구성은 공장에서 이미 완료되었으며 최적의 스토리지 효율성과 성능을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클러스터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System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247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cif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cif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cif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cif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cifs.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sm-classic/online-help-96-97/task_setting_up_cifs.html


이 방법을 사용하여 LUN을 생성한 후에는 이 방법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LUN을 생성하지 않고 대화 상자를 닫은 경우 LUN 탭으로 이동하고 * 생성 * 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에 다시
액세스해야 합니다.

2. LUN 생성 * 대화 상자의 * LUN 세부 정보 * 영역에서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지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유형이… 그러면…

오라클 a.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크기를 지정합니다.

b. Oracle RAC(Real Application Clusters)를 구축한
경우 * Oracle RAC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개의 RAC 노드만 지원됩니다. Oracle RAC에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최소 2개의 이니시에이터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QL 데이터베이스의 수와 각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기타 a. 각 LUN의 이름과 크기를 지정합니다.

b. 더 많은 LUN을 생성하려면 * LUN 추가 * 를 클릭한
다음 각 LUN의 이름과 크기를 지정합니다.

선택한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 데이터, 로그, 바이너리 및 임시 LUN이 생성됩니다.

3. 다음 이니시에이터에 매핑 * 영역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이니시에이터 그룹 이름과 운영 체제 유형을 지정합니다.

b. 드롭다운 목록에서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WWPN을 선택하거나 텍스트 상자에 이니시에이터를 입력하여 호스트
이니시에이터 WWPN을 추가합니다.

c. 이니시에이터의 별칭을 추가합니다.

이니시에이터 그룹은 하나만 생성됩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LUN과 함께 요약 표가 표시됩니다.

5. 닫기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https://["ONTAP 9 문서 센터"]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별 LUN 설정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은 AFF 클러스터에서 FC

SAN에 최적화된 LUN을 생성하는 동시에 Oracle, SQL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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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합니다. LUN 크기와 같은 LUN 설정은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른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SQL 및 Oracle의 경우 LUN 설정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클러스터에 2개 이상의 노드가 포함된 경우 System Manager는 API에서 선택한 첫 2개의 노드만 사용하여 LUN을
생성합니다. 데이터 애그리게이트는 2개 노드 각각에서 이미 생성되었습니다. 생성된 각 볼륨의 크기는 애그리게이트의
가용 용량과 같습니다. 볼륨이 씬 프로비저닝되고 LUN에서 공간 예약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스토리지 효율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일" 스케줄과 "최상_노력"으로 설정된 서비스 품질(QoS)으로 설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액세스 시간(atime) 업데이트가 클러스터에서 설정됩니다. 그러나 볼륨을 생성하는 동안 System

Manager에서 액세스 시간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파일을 읽거나 쓸 때마다 디렉토리의 액세스 시간 필드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액세스 시간 업데이트를 활성화하면 클러스터의 데이터 서비스 기능에 성능이 저하됩니다.

SQL에 대한 LUN 설정

기본적으로 LUN과 볼륨은 각각 1TB인 데이터베이스 2개와 물리적 코어 24개가 있는 SQL Server의 단일 인스턴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됩니다. SQL Server의 특정 규칙에 따라 LUN과 볼륨에 공간이 프로비저닝됩니다. HA 쌍 전체에서
LUN에 대해 로드 밸런싱이 수행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8개의 데이터
LUN과 1개의 로그 LUN이 생성됩니다. 각 SQL 인스턴스에 대해 하나의 임시 LUN이 생성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SQL의 기본값에 대해 공간이 프로비저닝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드 집계 LUN
유형입니다

볼륨
이름입니다

LUN
이름입니다

LUN 크기 공식 LUN 크기(GB)

노드1 노드1_aggr1 데이터 DB01_data01 DB01_data01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데이터 DB01_data02 DB01_data02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데이터 DB01_data03 DB01_data03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데이터 DB01_data04 DB01_data04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데이터 DB02_data01 DB02_data01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데이터 DB02_data02 DB02_data02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데이터 DB02_data03 DB02_data03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249



노드 집계 LUN
유형입니다

볼륨
이름입니다

LUN
이름입니다

LUN 크기 공식 LUN 크기(GB)

데이터 DB02_data04 DB02_data04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로그 DB01_log입니
다

DB01_log입니
다

데이터베이스
크기 ÷ 20

50

온도 sql_temp sql_temp 데이터베이스
크기 ÷ 3

330

노드2 노드2_aggr1 데이터 DB01_data05 DB01_data05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데이터 DB01_data06 DB01_data06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데이터 DB01_data07 DB01_data07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데이터 DB01_data08 DB01_data08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데이터 DB02_data05 DB02_data05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데이터 DB02_data06 DB02_data06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데이터 DB02_data07 DB02_data07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데이터 DB02_data08 DB02_data08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125

로그 DB02_log입니
다

DB02_log입니
다

데이터베이스
크기 ÷ 20

50

Oracle에 대한 LUN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LUN과 볼륨은 2TB 데이터베이스 1개에 대해 프로비저닝됩니다. Oracle에 대한 특정 규칙에 따라 LUN 및
볼륨에 공간을 프로비저닝합니다. 기본적으로 Oracle RAC(Real Application Clusters)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Oracle 기본값에 대해 공간이 프로비저닝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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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집계 LUN
유형입니다

볼륨
이름입니다

LUN
이름입니다

LUN 크기 공식 LUN 크기(GB)

노드1 노드1_aggr1 데이터 오아_vol01 Ora_lundata0

1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데이터 오아_볼로02 Ora_lundata0

2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데이터 오아_볼레03 Ora_lundata0

3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데이터 오르아_볼레04 Ora_lundata0

4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로그 오아_볼레05 Ora_lunlog1 데이터베이스
크기 ÷ 40

50

바이너리 오르아_볼르06 오라_오라비인
1

데이터베이스
크기 ÷ 40

50

노드2 노드2_aggr1 데이터 오르아_볼르07 Ora_lundata0

5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데이터 오르아_볼로08 Ora_lundata0

6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데이터 오르아_볼로09 Ora_lundata0

7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데이터 Ora_vol10 Ora_lundata0

8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로그 오르아_볼로11 Ora_lunlog2 데이터베이스
크기 ÷ 40

50

Oracle RAC의 경우 LUN이 그리드 파일용으로 프로비저닝됩니다. Oracle RAC에는 2개의 RAC 노드만 지원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Oracle RAC 기본값에 대해 공간이 프로비저닝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드 집계 LUN
유형입니다

볼륨
이름입니다

LUN
이름입니다

LUN 크기 공식 LUN 크기(GB)

노드1 노드1_aggr1 데이터 오아_vol01 Ora_lundata0

1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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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집계 LUN
유형입니다

볼륨
이름입니다

LUN
이름입니다

LUN 크기 공식 LUN 크기(GB)

데이터 오아_볼로02 Ora_lundata0

2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데이터 오아_볼레03 Ora_lundata0

3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데이터 오르아_볼레04 Ora_lundata0

4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로그 오아_볼레05 Ora_lunlog1 데이터베이스
크기 ÷ 40

50

바이너리 오르아_볼르06 오라_오라비인
1

데이터베이스
크기 ÷ 40

50

그리드 오르아_볼르07 오르아_룽랑1 10GB 10

노드2 노드2_aggr1 데이터 오르아_볼로08 Ora_lundata0

5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데이터 오르아_볼로09 Ora_lundata0

6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데이터 Ora_vol10 Ora_lundata0

7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데이터 오르아_볼로11 Ora_lundata0

8
데이터베이스
크기 ÷ 8

250

로그 Ora_vol12 Ora_lunlog2 데이터베이스
크기 ÷ 40

50

바이너리 오아_볼르13 오르아_오르라
반in2

데이터베이스
크기 ÷ 40

50

다른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대한 LUN 설정입니다

각 LUN은 볼륨에 프로비저닝됩니다. 공간은 지정된 크기에 따라 LUN에 프로비저닝됩니다. 로드 밸런싱은 모든 LUN의
노드에 걸쳐 수행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LUN을 생성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 을 사용하면 사용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을 때 기존 애그리게이트, 볼륨 또는 qtree용 LU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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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볼륨에 LUN을 생성하거나 LUN에 대한 새 FlexVol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QoS(서비스 품질)를 활성화하여 워크로드 성능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LUN ID를 지정하면 System Manager에서 LUN ID를 추가하기 전에 LUN ID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LUN ID를
지정하지 않으면 ONTAP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LUN ID를 할당합니다.

LUN 멀티프로토콜 유형을 선택할 때는 각 유형 사용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LUN 다중 프로토콜 유형 또는 운영 체제
유형에 따라 LUN의 데이터 레이아웃과 LUN의 최소 및 최대 크기가 결정됩니다. LUN을 생성한 후에는 LUN 호스트
운영 체제 유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MetroCluster 구성에서 LUN에 대한 FlexVol 볼륨을 생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애그리게이트만 표시합니다.

• 정상 모드에서는 운영 사이트에서 동기식 소스 SVM이나 데이터 제공 SVM에 볼륨을 생성할 때 운영 사이트의
클러스터에 속한 애그리게이트만 표시됩니다.

• 스위치 오버 모드에서는 동기식-타겟 SVM 또는 활성 사이트의 데이터 지원 SVM에 볼륨을 생성할 때 SVM만
표시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LUN 관리 * 탭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3. LUN을 생성할 SVM을 찾아 선택합니다.

4. LUN 생성 마법사 * 에서 LUN의 이름, 크기, 유형, 설명을 지정하고 * 공간 예약 * 을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5. LUN에 사용할 새 FlexVol 볼륨을 생성하거나 기존 볼륨 또는 qtree를 선택한 후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6. LUN에 대한 호스트 액세스를 제어하려면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추가하고 * 다음 * 을 클릭합니다.

7. LUN의 워크로드 성능을 관리하려면 * 스토리지 서비스 품질 관리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8. 새 스토리지 QoS 정책 그룹을 생성하거나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하여 LUN의 입출력 성능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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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새 정책 그룹을 생성합니다 a. 새 정책 그룹 * 을 선택합니다

b. 정책 그룹 이름을 지정합니다.

c.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System Manager 9.5에서는 성능 기반 All-

Flash 최적화 개인성에만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에서는 ONTAP Select 프리미엄 시스템의
최소 처리량 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 볼륨의 최소
처리량 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처리량 값을 지정하지 않거나 최소 처리량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없음""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d. 정책 그룹에 있는 개체의 워크로드가 지정된 처리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과 최대 처리량 제한은 단위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IOPS 및
B/s, KB/s, MB/s 등의 최대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처리량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Unlimited""를 값으로 표시하고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지정하는 단위는 최대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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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합니다 a. 기존 정책 그룹 * 을 선택한 다음 * 선택 * 을
클릭하여 정책 그룹 선택 대화 상자에서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합니다.

b.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System Manager 9.5에서는 성능 기반 All-

Flash 최적화 개인성에만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에서는 ONTAP Select 프리미엄 시스템의
최소 처리량 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 볼륨의 최소
처리량 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처리량 값을 지정하지 않거나 최소 처리량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없음""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c. 정책 그룹에 있는 개체의 워크로드가 지정된 처리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과 최대 처리량 제한은 단위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IOPS 및
B/s, KB/s, MB/s 등의 최대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처리량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Unlimited""를 값으로 표시하고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지정하는 단위는 최대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책 그룹이 둘 이상의 개체에 할당된 경우 지정한
최대 처리량은 객체 간에 공유됩니다.

9. LUN summary * 창에서 지정된 세부 정보를 검토한 후 * Next * 를 클릭합니다.

10.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 마침 * 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 관련 정보 *

LUN 창

LUN 멀티프로토콜 유형 사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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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LUN을 삭제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면 LUN을
삭제하고 LUN에서 사용되는 공간을 포함된 Aggregate 또는 볼륨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LUN은 오프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 LUN이 모든 이니시에이터 호스트에서 매핑 해제되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LUN 관리 * 탭에서 삭제할 LUN을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LUN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여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통해 특정 LUN에 대한 호스트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portset을 사용하여 이니시에이터가 액세스할 수 있는 LIF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생성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이니시에이터 그룹 * 탭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3. 이니시에이터 그룹 생성 * 대화 상자의 * 일반 * 탭에서 그룹에 대해 이니시에이터 그룹 이름, 운영 체제, 호스트 별칭
이름, 포트셋 및 지원되는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의 이니시에이터 그룹 탭을 사용하여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매핑된 모든 LUN은 수동으로 매핑 해제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이니시에이터 그룹 * 탭에서 삭제할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삭제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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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한 이니시에이터 그룹이 * 이니시에이터 그룹 * 탭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니시에이터를 추가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이니시에이터를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니시에이터는 LUN이 속한
이니시에이터 그룹이 해당 LUN에 매핑될 때 LUN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LUN 관리 * 탭에서 이니시에이터를 추가할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선택하고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이니시에이터 그룹 편집 * 대화 상자에서 * 이니시에이터 * 를 클릭합니다.

4. 추가 * 를 클릭합니다.

5. 이니시에이터 이름을 지정하고 * OK * 를 클릭합니다.

6.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이니시에이터 그룹에서 이니시에이터를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의 이니시에이터 그룹 탭을 사용하여 이니시에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니시에이터 그룹에서
이니시에이터를 삭제하려면 이니시에이터 그룹에서 이니시에이터를 분리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삭제하려는 이니시에이터가 포함된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매핑된 모든 LUN은 수동으로 매핑 해제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이니시에이터 그룹 * 탭에서 이니시에이터를 삭제할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이니시에이터 그룹 편집 * 대화 상자에서 * 이니시에이터 * 탭을 클릭합니다.

4. 텍스트 상자에서 이니시에이터를 선택하여 삭제하고 * Save * 를 클릭합니다.

이니시에이터가 이니시에이터 그룹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LUN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포트 세트를 관리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및 이전 버전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포트
세트를 생성, 삭제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포틀세트를 생성합니다

ONTAP 시스템 관리자의 기존 방식을 사용하여 LUN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포트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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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rtsets * 탭에서 * Create * 를 클릭합니다.

3. Create Portset * (포트 세트 생성 *) 대화 상자에서 프로토콜 유형을 선택합니다.

4. 포트셋 와 연결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5. Create * 를 클릭합니다.

포트 세트를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포트셋 삭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Portsets * 탭에서 하나 이상의 포트 세트를 선택하고 * Delete * 를 클릭합니다.

3. 삭제 * 를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합니다.

포트 세트를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의 Portsets 탭을 사용하여 포트 세트와 관련된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Portsets * 탭에서 편집할 포트셋 를 선택하고 * Edit * 를 클릭합니다.

3. [포트세트 편집] *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4.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SVM에서 iSCSI 프로토콜 구성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LUN 클론 복제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운영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지 않고도 테스트를 위해 LUN의 임시 복사본을 생성하거나 추가
사용자에게 데이터 복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LUN 클론을 사용하면 읽기 및 쓰기 가능한
여러 LUN 복사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스토리지 시스템에 FlexClone 라이센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LUN에서 공간 예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 LUN이 포함된 볼륨에 클론의 변경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LUN 클론을 생성하면 System Manager에서 LUN 클론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ONTAP이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자동 삭제를 트리거하면 LUN 클론이 삭제됩니다.

• SnapLock 볼륨에 있는 LUN은 클론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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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LUN 관리 * 탭에서 클론 복제할 LUN을 선택한 다음 * 클론 * 을 클릭합니다.

3. 기본 이름을 변경하려면 LUN 클론의 새 이름을 지정합니다.

4. 클론 * 을 클릭합니다.

5. 생성한 LUN 클론이 * LUNs * 창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관련 정보 *

LUN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LUN을 편집합니다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 의 LUN 속성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LUN의 이름, 설명, 크기, 공간 예약 설정 또는 매핑된 이니시에이터 호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LUN 크기를 조정할 때 호스트 유형과 LUN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권장되는 호스트 측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LUN 관리 * 탭의 LUN 목록에서 편집할 LUN을 선택하고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필요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4.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LUN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LUN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LUN 관리 * 탭을
사용하면 선택한 LUN을 온라인 상태로 가져와 호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LUN에 액세스하는 모든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을 중지 또는 동기화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LUN 관리 * 탭에서 온라인 상태로 전환할 LUN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3. 상태 * > * 온라인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LUN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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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LUN을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LUN 관리 * 탭을
사용하여 선택한 LUN을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블록 프로토콜 액세스를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LUN에 액세스하는 모든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을 중지 또는 동기화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LUN 관리 * 탭에서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할 LUN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3. 상태 * > * 오프라인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LUN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LUN을 이동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LUN을
포함하는 볼륨에서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내의 다른 볼륨 또는 qtree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UN을 고성능 디스크가 포함된 애그리게이트에서 호스팅되는 볼륨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LUN에 액세스할 때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동일한 볼륨 내에서 LUN을 qtree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파일에서 LUN을 생성한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LUN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 LUN 이동 작업은 무중단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LUN이 온라인 상태가 되고 데이터를 제공할 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타겟 볼륨에 LUN이 포함될 만큼 할당된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볼륨에 자동 확장 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LUN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대신 CLI를 사용해야 합니다.

• SnapLock 볼륨에서 LUN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LUN 관리 * 탭의 LUN 목록에서 이동할 LUN을 선택한 다음 * 이동 * 을 클릭합니다.

3. * 선택 사항: * LUN 이동 * 대화 상자의 * 이동 옵션 * 영역에서 기본 이름을 변경하려면 LUN의 새 이름을
지정합니다.

4. LUN을 이동할 스토리지 객체를 선택하고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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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을 이동할 대상… 그러면…

새 볼륨 a. 새 볼륨을 생성할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합니다.

b. 볼륨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기존 볼륨 또는 qtree a. LUN을 이동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b. 선택한 볼륨에 qtree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LUN을
이동할 qtree를 선택합니다.

5. 이동 * 을 클릭합니다.

6. LUN 이동 작업을 확인하고 * Continue * 를 클릭합니다.

잠시 동안 LUN이 원본 볼륨과 대상 볼륨 모두에 표시됩니다. 이동 작업이 완료되면 LUN이 타겟 볼륨에 표시됩니다.

타겟 볼륨 또는 qtree가 LUN의 새 컨테이너 경로로 표시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QoS에 LUN을 할당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LUN을
스토리지 QoS(서비스 품질) 정책 그룹에 할당하여 LUN의 처리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새
LUN에 스토리지 QoS를 할당하거나 정책 그룹에 이미 할당된 LUN에 대한 스토리지 QoS 세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다음 스토리지 객체가 정책 그룹에 할당된 경우 LUN에 스토리지 QoS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 LUN의 상위 볼륨입니다

◦ LUN의 상위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SVM

• 스토리지 QoS를 할당하거나 최대 10개의 LUN에 대한 QoS 세부 정보를 동시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LUN 관리 * 탭에서 스토리지 QoS를 할당할 LUN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3. 스토리지 QoS * 를 클릭합니다.

4. LUN의 워크로드 성능을 관리하려면 * 서비스 품질 세부 정보 * 대화 상자에서 * 스토리지 서비스 품질 관리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LUN 중 일부가 정책 그룹에 이미 할당된 경우 변경한 내용이 LUN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새 스토리지 QoS 정책 그룹을 생성하거나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하여 LUN의 입출력 성능을 제어합니다.

261



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새 정책 그룹을 생성합니다 a. 새 정책 그룹 * 을 선택합니다.

b. 정책 그룹 이름을 지정합니다.

c.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System Manager 9.5에서는 성능 기반 All-

Flash 최적화 개인성에만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에서는 ONTAP Select 프리미엄 시스템의
최소 처리량 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 볼륨의 최소
처리량 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처리량 값을 지정하지 않거나 최소 처리량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없음""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d. 정책 그룹에 있는 개체의 워크로드가 지정된 처리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과 최대 처리량 제한은 단위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IOPS 및
B/s, KB/s, MB/s 등의 최대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처리량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Unlimited""를 값으로 표시하고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지정하는 단위는 최대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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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수행할 작업…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합니다 a. 기존 정책 그룹 * 을 선택한 다음 * 선택 * 을
클릭하여 정책 그룹 선택 대화 상자에서 기존 정책
그룹을 선택합니다.

b.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System Manager 9.5에서는 성능 기반 All-

Flash 최적화 개인성에만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에서는 ONTAP Select 프리미엄 시스템의
최소 처리량 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 볼륨의 최소
처리량 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처리량 값을 지정하지 않거나 최소 처리량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없음""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c. 정책 그룹에 있는 개체의 워크로드가 지정된 처리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과 최대 처리량 제한은 단위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IOPS 및
B/s, KB/s, MB/s 등의 최대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처리량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Unlimited""를 값으로 표시하고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지정한 단위는
최대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책 그룹이 둘 이상의 개체에 할당된 경우 지정한
최대 처리량은 객체 간에 공유됩니다.

6. * 선택 사항: * 선택한 LUN 목록을 검토할 LUN 수를 지정하는 링크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LUN을 제거하려면 * 폐기
* 를 클릭합니다.

이 링크는 여러 LUN을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7. 확인 * 을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편집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이니시에이터 그룹 *

편집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기존 이니시에이터 그룹 및 운영 체제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니시에이터를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추가하거나 이니시에이터 그룹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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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니시에이터 그룹과 연결된 포트셋 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이니시에이터 그룹 * 탭에서 수정할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필요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4.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5. 이니시에이터 그룹 * 탭에서 이니시에이터 그룹의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 관련 정보 *

LUN 창

System Manager로 이니시에이터 편집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이니시에이터 그룹 *

편집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있는 기존 이니시에이터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이니시에이터 그룹 * 탭에서 이니시에이터가 속해 있는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이니시에이터 그룹 편집 * 대화 상자에서 * 이니시에이터 * 를 클릭합니다.

4. 편집할 이니시에이터를 선택하고 * Edit * 를 클릭합니다.

5. 이름을 변경하고 * OK * 를 클릭합니다.

6.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LUN 창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LUN 정보를 확인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LUN 관리 * 탭을
사용하여 이름, 상태, 크기, 유형과 같은 LUN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LUN 관리 * 탭의 표시된 LUN 목록에서 정보를 확인할 LUN을 선택합니다.

3. LUN * 창에서 LUN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System Manager로 이니시에이터 그룹 확인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이니시에이터 그룹 *

탭을 사용하면 이러한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매핑된 모든 이니시에이터 그룹 및 이니시에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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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시에이터 그룹에 매핑된 LUN 및 LUN ID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LUN * 을 클릭합니다.

2. 이니시에이터 그룹 * 을 클릭하고 상단 창에 나열된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검토합니다.

3.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선택하여 해당 그룹에 속한 이니시에이터를 봅니다. 이 이니시에이터는 아래쪽 창의 *

Initiators * 탭에 나열됩니다.

4.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선택하여 매핑된 LUN을 표시합니다. 이 LUN은 아래쪽 창의 * Mapped LUNs * 에 나와
있습니다.

System Manager로 LUN을 포함하는 FlexVol 볼륨에 대한 작업 지침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서는 LUN이 포함된
FlexVol 볼륨으로 작업하는 경우 스냅샷 복사본에 대한 기본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LUN

레이아웃을 최적화하여 관리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스냅샷 복사본은 SnapMirror, SyncMirror, 덤프 및 복원, ndmpcopy와 같은 여러 선택적 기능에 필요합니다.

볼륨을 생성할 때 ONTAP는 자동으로 다음을 수행합니다.

• Snapshot 복사본을 위한 공간의 5%를 예약합니다

• Snapshot 복사본을 예약합니다

ONTAP에서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하기 위한 내부 예약 메커니즘이 LUN 내의 데이터가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스냅샷 복사본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자동 스냅샷 복사본 스케줄을 해제합니다.

• 기존 스냅샷 복사본을 모두 삭제합니다

• 스냅샷 복사본에 예약된 공간의 비율을 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지침을 사용하여 LUN이 포함된 볼륨을 생성해야 합니다.

• 시스템의 루트 볼륨에 LUN을 생성하지 마십시오.

ONTAP는 이 볼륨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기본 루트 볼륨은 /vol/vol0입니다.

• SAN 볼륨을 사용하여 LUN을 포함해야 합니다.

• LUN이 포함된 볼륨에 다른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고 LUN과 파일을 동일한 볼륨에 저장하는 경우 LUN을 포함하기 위해 별도의 qtree를 사용해야
합니다.

• 여러 호스트가 동일한 볼륨을 공유하는 경우 동일한 호스트에 대한 모든 LUN을 저장할 수 있도록 볼륨에 qtree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는 LUN 관리 및 추적을 단순화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 관리를 간소화하려면 LUN 및 볼륨의 소유권 또는 사용 방식을 반영하는 볼륨 명명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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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https://["ONTAP 9 문서 센터"]

System Manager - ONTAP 9.7 및 이전 버전의 LUN에 대한 공간 예약 이해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 버전에서 사용 가능)에서 공간 예약 설정
(볼륨 보장과 결합)이 LUN에 공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 공간
예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데 따른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특정 조합의
LUN 및 볼륨 설정이 유용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LUN에 공간 예약 기능(공간 예약 LUN)이 설정되어 있고 포함된 볼륨에 볼륨 보장이 있는 경우 생성 시 볼륨의 여유
공간이 LUN용으로 예약됩니다. 이 예약 공간의 크기는 LUN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볼륨의 다른 스토리지 개체
(다른 LUN, 파일, 스냅샷 복사본 등)에서는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LUN에 공간 예약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비공간 예약 LUN), 생성 시 해당 LUN에 대해 공간이 예약되지 않습니다.

LUN에 대한 쓰기 작업에 필요한 스토리지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필요할 때 볼륨으로부터
할당됩니다.

공간 예약 LUN이 NONE-Guaranteed 볼륨에 생성된 경우 LUN은 공간이 예약되지 않은 LUN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보장된 볼륨 중 어느 것도 LUN에 할당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볼륨 자체는 이 LUN을 쓸 때만 공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장된 볼륨이 아닌 볼륨에 공간 예약 LUN을 생성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구성 조합을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능한 쓰기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간 예약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면 ONTAP 공간 예약 설정이 LUN에 적용됩니다. 새 볼륨이 생성되는 경우 ONTAP

공간 예약 설정도 컨테이너 볼륨에 적용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및 이전 버전에서 LUN 멀티 프로토콜 유형을 사용하기 위한 지침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서는 LUN 멀티프로토콜
유형 또는 운영 체제 유형으로 LUN에 액세스하는 호스트의 운영 체제를 지정합니다. 또한
LUN의 데이터 레이아웃과 LUN의 최소 및 최대 크기를 결정합니다.

모든 ONTAP 버전이 모든 LUN 멀티프로토콜 유형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정보는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LUN 멀티프로토콜 유형 값과 각 유형 사용에 대한 지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LUN 멀티프로토콜 유형입니다 사용 시기

AIX 호스트 운영 체제가 AIX인 경우

HP-UX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운영 체제가 HP-UX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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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 멀티프로토콜 유형입니다 사용 시기

Hyper-V Windows Server 2008 또는 Windows Server 2012

Hyper-V를 사용 중이고 LUN에 VHD(가상 하드 디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LUN 유형에 Hyper_v를 사용하는
경우 igroup OS 유형에 Hyper_V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시 LUN의 경우 LUN 다중 프로토콜
유형에서 사용되는 하위 운영 체제의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호스트 운영 체제가 Linux인 경우

NetWare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운영 체제가 NetWare인 경우

오픈 VMS 호스트 운영 체제가 OpenVMS인 경우

Solaris 호스트 운영 체제가 Solaris 이고 Solaris EFI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Solaris EFI Solaris EFI 레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Solaris EFI 레이블에 다른 LUN

멀티프로토콜 유형을 사용하면 LUN 정렬
불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Mware ESX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LUN이 VMFS로
구성됩니다.

RDM을 사용하여 LUN을 구성하는 경우
게스트 운영 체제를 LUN 다중 프로토콜
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2003 MBR 호스트 운영 체제가 MBR 분할 방법을 사용하는 Windows

Server 2003인 경우

Windows 2003 GPT GPT 파티셔닝 방법을 사용하고 호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Windows Server 2003, 서비스 팩 1

이상에서는 GPT 파티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64비트 버전의 Windows에서 이를 지원합니다.

Windows 2008 이상 호스트 운영 체제가 Windows Server 2008 이상인 경우
MBR 및 GPT 파티셔닝 방법이 모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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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 멀티프로토콜 유형입니다 사용 시기

Xen Xen을 사용하는 경우 LUN은 Linux LVM과 Dom0으로
구성됩니다.

물리적 LUN의 경우 LUN 멀티프로토콜
유형에서 사용하는 게스트 운영 체제의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LUN 생성 중

https://["NetApp 상호 운용성"]

https://["Solaris Host Utilities 6.1 설치 및 설정 가이드"]

https://["Solaris Host Utilities 6.1 빠른 명령 참조"]

https://["Solaris Host Utilities 6.1 릴리스 정보"]

System Manager의 LUN 창 - ONTAP 9.7 이하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 의 LUN 창을 사용하여
LUN을 생성 및 관리하고 LUN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니시에이터 그룹 및
이니시에이터 ID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LUN Management 탭

이 탭에서는 LUN 설정을 생성, 클론 복제, 삭제, 이동 또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LUN을 스토리지 QoS(서비스 품질)

정책 그룹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LUN 생성 마법사를 엽니다. 이 마법사를 사용하면 LU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LUN이 없는 AFF 플랫폼의 클러스터에서 FC SAN에 최적화된 LUN 생성 대화 상자가 열리면 하나 이상의 FC

SAN에 최적화된 LUN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클론 *

선택한 LUN을 클론 복제할 수 있는 클론 LUN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LUN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LUN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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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LUN을 삭제합니다.

• * 상태 *

선택한 LUN의 상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이동 *

선택한 LUN을 동일한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내의 새 볼륨 또는 기존 볼륨 또는 qtree로 이동할 수 있는 LUN

이동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스토리지 QoS *

하나 이상의 LUN을 새 정책 그룹 또는 기존 정책 그룹에 할당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LUN 목록

• * 이름 *

LUN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SVM *

LUN이 생성되는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컨테이너 경로 *

LUN이 포함된 파일 시스템(볼륨 또는 qtree)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공간 예약 *

공간 예약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 사용 가능한 크기 *

LUN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을 표시합니다.

• * 총 크기 *

LUN의 총 공간을 표시합니다.

• * % 사용 *

사용된 총 공간(백분율)을 표시합니다.

• * 유형 *

LUN 유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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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

LUN의 상태를 지정합니다.

• * 정책 그룹 *

LUN이 할당된 스토리지 QoS 정책 그룹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열은 숨겨져 있습니다.

• * 응용 프로그램 *

LUN에 할당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설명 *

LUN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LUN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선택한 LUN과 관련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 세부 정보 탭 *

LUN 일련 번호, LUN이 클론인지 여부, LUN 설명, LUN이 할당되는 정책 그룹, 정책 그룹의 최소 처리량, 정책
그룹의 최대 처리량, LUN 이동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 등을 표시합니다. LUN에 할당된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냅니다.

또한 선택한 LUN과 연결된 이니시에이터 그룹 및 이니시에이터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 성능 탭 *

데이터 속도, IOPS, 응답 시간을 비롯한 LUN의 성능 메트릭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클라이언트 시간대 또는 클러스터 시간대를 변경하면 성능 메트릭 그래프에 영향을 줍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
업데이트된 그래프를 봅니다.

이니시에이터 그룹 탭

이 탭에서는 이니시에이터 그룹 및 이니시에이터 ID의 설정을 생성, 삭제 또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이니시에이터 그룹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생성하여 특정 LUN에 대한
호스트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 편집 *

선택한 이니시에이터 그룹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는 이니시에이터 그룹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선택한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삭제합니다.

270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니시에이터 그룹 목록

• * 이름 *

이니시에이터 그룹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유형 *

이니시에이터 그룹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지원되는 프로토콜은 iSCSI, FC/FCoE 또는
혼합(iSCSI 및 FC/FCoE)입니다.

• * 운영 체제 *

이니시에이터 그룹의 운영 체제를 지정합니다.

• * 포트 세트 *

이니시에이터 그룹과 연결된 를 표시합니다.

• * 이니시에이터 수 *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추가된 이니시에이터 수를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이니시에이터 그룹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선택한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추가된 이니시에이터 및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매핑된 LUN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Portsets 탭

이 탭에서는 포트 세트의 설정을 생성, 삭제 또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LUN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포트 세트를 생성할 수 있는 포트 세트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포트 세트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포트셋 와 연결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삭제 *

선택한 포트셋 삭제

• * 새로 고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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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Portsets 목록

• * Portset 이름 *

포트셋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유형 *

포트셋 가 지원하는 프로토콜 유형을 지정합니다. 지원되는 프로토콜은 iSCSI, FC/FCoE 또는 혼합(iSCSI 및
FC/FCoE)입니다.

• * 인터페이스 수 *

포트셋 관련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수를 표시합니다.

• * 이니시에이터 그룹 수 *

포트셋 관련 이니시에이터 그룹의 수를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Portsets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선택한 포트셋 관련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이니시에이터 그룹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관련 정보 *

LUN 생성 중

LUN을 삭제하는 중입니다

이니시에이터 그룹을 생성하는 중입니다

LUN 편집

이니시에이터 그룹 편집

이니시에이터 편집

LUN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LUN을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LUN 클론 복제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qtree 관리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qtree를
생성,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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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ee를 생성합니다

Qtree를 사용하면 볼륨 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할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의 Create Qtree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볼륨에 새 qtree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qtree * 를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qtree를 생성할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SVM)을 선택합니다.

3. Create * 를 클릭합니다.

4. Create Qtree * 대화 상자의 * Details * 탭에서 qtree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qtree를 추가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볼륨 찾아보기 목록에는 온라인 상태인 볼륨만 포함됩니다.

6. qtree에 대한 임시 잠금(oplocks)을 해제하려면 이 Qtree*에서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oplocks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qtree에 대해 oplocks가 설정됩니다.

7. 상속된 기본 보안 스타일을 변경하려면 새 보안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qtree의 기본 보안 스타일은 qtree가 포함된 볼륨의 보안 스타일입니다.

8. 상속된 기본 엑스포트 정책을 변경하려면 기존 엑스포트 정책을 선택하거나 엑스포트 정책을 생성하십시오.

qtree의 기본 엑스포트 정책은 qtree가 포함된 볼륨에 할당된 엑스포트 정책입니다.

9. 디스크 공간 사용을 제한하려면 * Quotas * 탭을 클릭합니다.

a. qtree에 할당량을 적용하려면 * Qtree quota * 를 클릭한 다음 디스크 공간 한도를 지정합니다.

b. qtree의 모든 사용자에 대해 할당량을 적용하려면 * 사용자 할당량 * 을 클릭한 다음 디스크 공간 제한을
지정합니다.

10. Create * 를 클릭합니다.

11. 생성한 qtree가 * qtree * 창의 qtree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qtree를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qtree를 삭제하고 볼륨 내에서 qtree가 사용하는 디스크 공간을 재확보할 수 있습니다.

qtree를 삭제할 경우 해당 qtree에 해당하는 모든 할당량이 ONTAP에 의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qtree 상태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 qtree에 LUN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qtree * 를 클릭합니다.

2. qtree * 창에서 삭제할 하나 이상의 qtree를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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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4. 삭제한 qtree가 * qtree * 창의 qtree 목록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Qtree를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보안 스타일, 임시 잠금(oplocks) 설정 또는 해제, 새 엑스포트 정책 또는 기존 엑스포트
정책과 같은 qtree의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qtree * 를 클릭합니다.

2. 편집할 qtree를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Qtree * 편집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다음 속성을 편집합니다.

◦ oplocks

◦ 보안 스타일

◦ 엑스포트 정책

4. 저장 * 을 클릭합니다.

5. qtree * 창에서 선택한 qtree에 대한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qtree에 엑스포트 정책을 할당합니다

전체 볼륨을 내보내는 대신, 볼륨에 있는 특정 qtree를 엑스포트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qtree에 엑스포트 정책을 지정하여 qtree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Qtree 창에서 하나
이상의 qtree에 엑스포트 정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qtree * 를 클릭합니다.

2. SVM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내보낼 qtree가 있는 스토리지 가상 머신(SVM)을 선택합니다.

3. 엑스포트 정책을 할당할 하나 이상의 qtree를 선택한 다음 * 엑스포트 정책 변경 * 을 클릭합니다.

4. Export Policy * (정책 내보내기 *) 대화 상자에서 내보내기 정책을 생성하거나 기존 엑스포트 정책을 선택합니다.

"엑스포트 정책 생성"

5. 저장 * 을 클릭합니다.

6. qtree에 할당한 엑스포트 정책과 관련 엑스포트 규칙이 해당 qtree의 * Details * 탭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qtree 정보를 봅니다

System Manager에서 qtree 창을 사용하여 qtree, 이름, 보안 스타일, qtree 상태 및 oplocks 상태가 포함된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qtree * 를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정보를 확인할 qtree가 있는 스토리지 가상 머신(SVM)을 선택합니다.

3. 표시된 qtree 목록에서 qtre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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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tree * 창에서 qtree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Qtree 옵션

qtree는 논리적으로 정의된 파일 시스템으로, FlexVol 볼륨 내의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특수 하위 디렉토리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Qtree는 볼륨 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파티셔닝하는 데 사용됩니다.

볼륨이 포함된 FlexVol에서 qtree를 생성하는 경우 qtree가 디렉토리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볼륨을 삭제할 때 실수로
Qtree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tree를 생성할 때 다음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qtree의 이름입니다

• qtree가 상주할 볼륨입니다

• oplocks

기본적으로 qtree에 대해 oplocks가 설정됩니다. 전체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oplocks를 해제하면 각 qtree에
대해 oplocks를 설정하더라도 oplocks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 보안 스타일

보안 스타일은 UNIX, NTFS 또는 혼합(UNIX 및 NTFS)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qtree의 보안 스타일은 선택한
볼륨의 보안 스타일과 동일합니다.

• 엑스포트 정책

새 엑스포트 정책을 생성하거나 기존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qtree의 엑스포트 정책은 선택한
볼륨의 엑스포트 정책과 동일합니다.

• qtree 및 사용자 할당량에 대한 공간 사용 제한

Qtree 창

Qtree 창을 사용하여 Qtree에 대한 정보를 생성, 표시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새 qtree를 생성할 수 있는 Create Qtree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Qtree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보안 스타일을 변경하고 qtree에서 oplocks(편의적 잠금)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수출 정책 변경 *

하나 이상의 qtree를 새 엑스포트 정책 또는 기존 엑스포트 정책에 할당할 수 있는 엑스포트 정책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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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qtree를 삭제합니다.

선택한 qtree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 이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qtree 목록

qtree 목록에는 qtree가 있는 볼륨과 qtree 이름이 표시됩니다.

• * 이름 *

qtree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 * 볼륨 *

qtree가 상주하는 볼륨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보안 스타일 *

qtree의 보안 유형을 지정합니다.

• * 상태 *

qtree의 현재 상태를 지정합니다.

• oplocks *

qtree에 대해 oplocks 설정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 정책 내보내기 *

qtree가 할당된 엑스포트 정책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 * 세부 정보 탭 *

qtree가 포함된 볼륨의 마운트 경로, 엑스포트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 엑스포트 정책 규칙 등 선택한 qtree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관련 정보 *

https://["ONTAP 개념"^]

https://["논리적 스토리지 관리"^]

https://["NFS 관리"^]

https://["SMB/CIFS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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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자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할당량을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할당량을
생성, 편집,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할당량을 생성합니다

할당량을 통해 사용자, 그룹 또는 qtree가 사용하는 파일 수와 디스크 공간을 제한하거나 추적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에서 할당량 추가 마법사를 사용하여 할당량을 생성하고 특정 볼륨 또는 qtree에 할당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할당량이 소유할 수 있는 파일 수에 대한 하드 제한값과 소프트 제한값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값이 1000입니다. 1000보다 작은 값을 지정하려면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할당량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할당량을 생성하려는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선택합니다.

3. 사용자 정의 할당량 * 탭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할당량 생성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4.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5.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 마침 * 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다음 단계

로컬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거나 RID를 사용하여 사용자 할당량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또는 그룹 이름을
사용하여 사용자 할당량이나 그룹 할당량을 생성하는 경우 ''/etc/passwd' 파일과 ''/etc/group' 파일을 각각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할당량을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사용자와 스토리지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이 변경될 때 하나 이상의 할당량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할당량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삭제할 할당량이 있는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선택합니다.

3. 삭제할 할당량을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할당량 제한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디스크 공간 임계값, 할당량 대상이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공간의 하드 제한값 및 소프트
제한값, 할당량 대상이 소유할 수 있는 파일의 하드 제한값 및 소프트 제한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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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리지 * > * 할당량 * 을 클릭합니다.

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편집할 할당량이 있는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3. 편집할 할당량을 선택하고 * 제한 편집 * 을 클릭합니다.

4. 제한 편집 *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할당량 설정을 편집합니다.

100은 할당량이 소유할 수 있는 파일 수에 대한 하드 제한값과 소프트 제한값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값입니다.

100보다 작은 값을 지정하려면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해야 합니다.

5.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6. 사용자 정의 할당량 * 탭에서 선택한 할당량의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할당량을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선택한 하나 이상의 볼륨에서 할당량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스토리지 요구 사항과 제한 사항이 변경될 때 할당량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할당량 * 을 클릭합니다.

2. SVM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할당량이 있는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선택합니다.

3. 볼륨 * 의 * 할당량 상태 탭에서 할당량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볼륨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4. 필요에 따라 * 활성화 * 또는 * 비활성화 * 를 클릭합니다.

5. 할당량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6. Status * 열에서 볼륨의 할당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할당량 크기 조정

System Manager의 할당량 크기 조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지정된 볼륨의 활성 할당량을 조정하여 할당량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할당량의 크기를 조정할 볼륨에 대해 할당량을 설정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할당량 * 을 클릭합니다.

2. Quotas* 창의 * Quota Status On Volumes * 탭에서 할당량의 크기를 조정할 볼륨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3. 크기 조정 * 을 클릭합니다.

할당량 정보를 봅니다

System Manager의 Quotas 창을 사용하면 할당량이 적용되는 볼륨 및 Qtree, 할당량 유형, 할당량이 적용되는 사용자
또는 그룹, 공간 및 파일 사용률과 같은 할당량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할당량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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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정보를 확인할 할당량이 있는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3. 적절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만약… 그러면…

생성한 모든 할당량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할당량 * 탭을 클릭합니다.

현재 활성 상태인 할당량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려는
경우

Quota Report * 탭을 클릭합니다.

4. 표시된 할당량 목록에서 정보를 확인할 할당량을 선택합니다.

5. 할당량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할당량 유형입니다

할당량은 적용되는 타겟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할당량이 적용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할당량의 유형입니다.

• * 사용자 할당량 *

타겟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UNIX 사용자 이름, UNIX UID, Windows SID, UID가 사용자와 일치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 Windows

2000 이전 형식의 Windows 사용자 이름, 사용자 SID가 소유한 ACL이 있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볼륨 또는 qtree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그룹 할당량 *

타겟이 그룹입니다.

그룹은 UNIX 그룹 이름, GID 또는 GID가 그룹과 일치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로 표시됩니다. ONTAP는 Windows

ID를 기준으로 그룹 할당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볼륨 또는 qtree에 할당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Qtree 할당량 *

타겟은 qtree로, qtree에 대한 경로 이름으로 지정됩니다.

타겟 qtree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기본 할당량 *

각 타겟에 대해 별도의 할당량을 생성하지 않고 할당량 제한을 대규모 할당량 타겟 세트에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기본 할당량은 세 가지 유형의 할당량 대상(사용자, 그룹 및 qtree)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당량 유형은 유형
필드의 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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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제한입니다

디스크 공간 제한을 적용하거나 각 할당량 유형의 파일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할당량에 대한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당량은 소프트 또는 하드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 할당량을 사용하면 Data ONTAP에서 지정된 제한을 초과할 때
알림을 보내고, 하드 할당량을 사용하면 지정된 제한을 초과할 때 쓰기 작업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드 할당량은 시스템 리소스에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며, 제한을 초과하는 작업은 모두 실패합니다. 다음 설정은 하드
할당량을 생성합니다.

• Disk Limit 매개 변수입니다

• 파일 제한 매개 변수

소프트 할당량은 리소스 사용량이 특정 수준에 도달해도 데이터 액세스 작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할당량이
초과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음 설정은 소프트 할당량을 생성합니다.

• Disk Limit 매개 변수의 임계값입니다

• 소프트 디스크 제한 매개 변수입니다

• 소프트 파일 제한 매개 변수

임계값 및 소프트 디스크 할당량을 통해 관리자는 할당량에 대한 알림을 두 개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디스크 한계 임계값을 디스크 한계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설정하여 쓰기 시작 전에 임계값이 "최종 경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디스크 공간 하드 제한값 *

하드 할당량에 적용되는 디스크 공간 제한입니다.

• * 디스크 공간 소프트 제한값 *

소프트 할당량에 적용되는 디스크 공간 제한입니다.

• * 임계값 제한 *

임계값 할당량에 적용되는 디스크 공간 제한입니다.

• * 파일 하드 제한값 *

하드 할당량에 있는 최대 파일 수입니다.

• * 파일 소프트 제한값 *

소프트 할당량에 있는 최대 파일 수입니다.

할당량 관리

System Manager에는 할당량을 생성, 편집 또는 삭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또는
트리 할당량을 생성하고 디스크 및 파일 레벨에서 할당량 제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할당량은 볼륨별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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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을 생성한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할당량을 설정 및 해제합니다

• 할당량 크기 조정

할당량 창

Quotas 창을 사용하여 할당량에 대한 정보를 생성, 표시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탭

• * 사용자 정의 할당량 *

사용자 정의 할당량 * 탭을 사용하여 생성한 할당량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 할당량을 생성,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할당량 보고서 *

할당량 보고서 탭을 사용하여 공간과 파일 사용량을 확인하고 활성 할당량의 공간 및 파일 한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 볼륨의 할당량 상태 *

볼륨 탭의 할당량 상태 탭을 사용하여 할당량 상태를 확인하고 할당량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할당량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할당량을 생성할 수 있는 할당량 생성 마법사를 엽니다.

• * 한도 편집 *

선택한 할당량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는 제한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할당량 목록에서 선택한 할당량을 삭제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 정의 할당량 목록

할당량 목록에 각 할당량의 이름과 스토리지 정보가 표시됩니다.

• * 볼륨 *

할당량이 적용되는 볼륨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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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tree *

할당량과 연결된 qtree를 지정합니다. ""모든 qtree""는 할당량이 모든 qtree와 연결됨을 나타냅니다.

• * 유형 *

할당량 유형(사용자, 그룹 또는 트리)을 지정합니다.

• * 사용자/그룹 *

할당량과 연결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지정합니다. "모든 사용자"는 할당량이 모든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그룹"은 할당량이 모든 그룹에 연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 할당량 타겟 *

할당량이 할당된 타겟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타겟은 qtree, 사용자 또는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 * 공간 하드 제한값 *

하드 할당량에 적용되는 디스크 공간 제한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 * 공간 소프트 제한값 *

소프트 할당량에 적용되는 디스크 공간 제한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 * 임계값 *

임계값 할당량에 적용되는 디스크 공간 제한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 * 파일 하드 제한값 *

하드 할당량의 최대 파일 수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 * 파일 소프트 제한값 *

소프트 할당량의 최대 파일 수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세부 정보 영역

할당량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할당량 오류, 공간 사용량 및 제한, 파일 사용량 및 제한과 같은 할당량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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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https://["논리적 스토리지 관리"^]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CIFS 프로토콜을 구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CIFS

클라이언트가 클러스터의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CIFS 서버를 설정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FS를 설정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CIFS 클라이언트가 클러스터의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CIFS 서버를 설정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CIFS 라이센스가 스토리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 CIFS를 구성하는 동안 다음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DNS를 올바르게 설정 및 구성해야 합니다.

◦ 스토리지 시스템은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도메인 컨트롤러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클러스터와 도메인 컨트롤러 간의 시간 차이(클럭 차이)는 5분 이내여야 합니다.

•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서 CIFS가 구성된 유일한 프로토콜인 경우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루트 볼륨 보안 스타일은 NTFS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System Manager에서는 보안 스타일을 UNIX로 설정합니다.

◦ CIFS 프로토콜의 경우 슈퍼유저 액세스를 '모두’로 설정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구성 * 탭에서 * 설정 * 을 클릭합니다.

4. CIFS 서버 설정 * 대화 상자의 * 일반 * 탭에서 NetBIOS 이름과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5. 옵션 * 탭을 클릭한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SMB 설정 영역에서 필요에 따라 SMB 서명 확인란 및 SMB 암호화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 기본 UNIX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 WINS 서버 영역에서 필요한 IP 주소를 추가합니다.

6. 설정 * 을 클릭합니다.

CIFS에 대한 일반 속성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기본 UNIX 사용자 및 기본 Windows 사용자와 같은 CIFS의 일반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CIFS 서버에 대한 SMB 서명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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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구성 * 탭에서 * 옵션 * 을 클릭합니다.

4. CIFS 옵션 *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다음 CIFS 서버 속성을 수정합니다.

◦ Unix 사용자입니다

◦ Windows 사용자

◦ IP 주소입니다

◦ SMB 서명을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SMB 서명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트래픽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에서 CPU 사용량이 증가하는 형태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재생
공격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모든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SMB 서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SMB 서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Window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SMB 3.0 암호화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SMB 3.0 세션과 전송 연결 간에 여러 채널을 설정할 수 있도록 SMB Multichannel을 설정해야 합니다.

5. 저장 * 또는 *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CIFS 공유를 생성하는 중입니다

CIFS 창입니다

볼륨 속성 편집

엑스포트 정책 규칙을 수정합니다

https://["SMB/CIFS 관리"]

홈 디렉토리 경로 관리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CIFS 홈 디렉토리 위치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하나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Configuration * 탭의 * Home Directories * 영역에서 * Manage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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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 디렉토리 관리 * 대화 상자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이 사용자의 CIFS 홈 디렉토리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경로를
지정합니다.

5. 추가 * 를 클릭한 다음 *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홈 디렉토리 경로를 삭제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CIFS 홈 디렉토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홈 디렉토리 경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Configuration * 탭의 * Home Directories * 영역에서 * Manage * 를 클릭합니다.

4. 홈 디렉토리 관리 * 대화 상자에서 삭제할 홈 디렉토리 경로를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5.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CIFS 도메인 컨트롤러를 재설정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지정된
도메인의 도메인 컨트롤러에 대한 CIFS 연결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컨트롤러 정보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연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 목록에서 도메인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후 스토리지 시스템의 사용 가능한 도메인 컨트롤러의 검색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CLI(Command-Line Interface)를 통해 ONTAP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의 사용 가능한
도메인 컨트롤러 검색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도메인 * 탭에서 * 재설정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CIFS 창입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CIFS 그룹 정책 구성을 관리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에서 CIFS 창을 사용하여
그룹 정책을 업데이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FS 그룹 정책 구성을 업데이트합니다

CLI(Command-Line Interface)를 통해 정책 구성이 변경된 후 그룹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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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도메인 * 탭을 클릭합니다.

4. 그룹 정책 * 영역에서 업데이트할 그룹 정책 구성을 선택한 다음 *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CIFS 그룹 정책 구성을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System Manager의 CIFS 창에서 CIFS 그룹 정책 구성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도메인 * 탭을 클릭합니다.

4. 그룹 정책 * 영역에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그룹 정책 구성을 선택한 다음 필요에 따라 * 활성화 * 또는 * 비활성화
* 를 클릭합니다.

CIFS 그룹 정책을 다시 로드합니다

정책 상태가 변경된 경우 CIFS 그룹 정책을 다시 로드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의 CIFS 창을 사용하여 그룹
정책을 다시 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도메인 * 탭을 클릭합니다.

4. Group Policy * 영역에서 다시 로드할 그룹 정책 구성을 선택한 다음 * Reload * 를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BranchCache를 구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및 이전 버전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CIFS

지원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서 BranchCache를 구성하여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로컬
컴퓨터에 있는 콘텐츠를 캐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CIFS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며 CIFS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 BranchCache 버전 1의 경우 SMB 2.1 이상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BranchCache 버전 2의 경우 SMB 3.0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하며 원격 Windows 클라이언트가 BranchCache

2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VM에서 BranchCache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CIFS 서버의 모든 SMB 공유 내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캐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모든 공유
BranchCache 구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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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FS 서버의 선택한 SMB 공유 내에 포함된 콘텐츠에 대한 캐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공유당 BranchCache

구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BranchCache * 탭에서 * 설정 * 을 클릭합니다.

4. BranchCache 설정 * 대화 상자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해시 저장소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경로는 해시 데이터를 저장할 기존 디렉토리일 수 있습니다. 대상 경로는 읽기/쓰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스냅샷
디렉토리와 같은 읽기 전용 경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b. 해시 데이터 저장소의 최대 크기(KB, MB, GB, TB 또는 PB)를 지정합니다.

해시 데이터가 이 값을 초과하면 새 해시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전 해시가 삭제됩니다. 해시 저장소의
기본 크기는 1GB입니다.

c. BranchCache 구성의 운영 모드를 지정합니다.

기본 작동 모드는 모든 공유로 설정됩니다.

d. 클라이언트가 BranchCache 서버를 가장하지 못하도록 서버 키를 지정합니다.

여러 서버가 동일한 파일에 BranchCache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서버 키를 사용하는
모든 서버의 해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버 키를 특정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 키에 공백이 있으면 서버
키를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e. 필요한 BranchCache 버전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지원하는 모든 버전이 선택됩니다.

5. 설정 * 을 클릭합니다.

BranchCache 설정을 수정합니다

System Manager의 CIFS 창을 사용하여 CIFS 지원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맞게 구성된 BranchCache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시 저장소 경로, 해시 저장소 크기, 운영 모드 및 지원되는 BranchCache 버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BranchCache * 탭에서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4. BranchCache 설정 수정 *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정합니다.

◦ 해시 저장 경로입니다

해시 저장소 경로를 수정하면 이전 해시 저장소의 캐시된 해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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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 저장 크기입니다

◦ 작동 모드

◦ BranchCache 버전입니다

5. Modify * 를 클릭합니다.

BranchCache 구성을 삭제합니다

BranchCache용으로 구성된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캐싱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BranchCache 구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BranchCache * 탭에서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해시 저장소에서 기존 해시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를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선호하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를 추가합니다

System Manager는 DNS를 통해 도메인 컨트롤러를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 도메인의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 목록에 하나 이상의 도메인 컨트롤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도메인 * 탭의 *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 * 영역에서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4. 추가할 도메인 컨트롤러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메인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하여 여러 도메인 컨트롤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저장 * 을 클릭합니다.

6. 추가한 도메인 컨트롤러가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 목록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를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특정 도메인에 대해 구성된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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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도메인 * 탭의 *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 * 영역에서 편집할 도메인 컨트롤러를 두 번 클릭합니다.

4. 도메인 컨트롤러의 IP 주소를 수정한 다음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를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컴퓨터 계정이 연결되는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도메인 컨트롤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도메인 * 탭의 *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 * 영역에서 삭제할 도메인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CIFS 도메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에 접속된 도메인 컨트롤러 및 서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도메인 * 탭을 클릭합니다.

4. 연결된 도메인 컨트롤러 및 서버에 대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System Manager의 CIFS 창 - ONTAP 9.7 이하

ONTAP System Manager(ONTAP 9.7 및 이전 버전에서 사용 가능)에서 CIFS 창을 사용하여
CIFS 서버를 구성하고, 도메인 컨트롤러를 관리하고, 기호 UNIX 매핑을 관리하고,

BranchCache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onfiguration(구성) 탭

Configuration 탭에서는 CIFS 서버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서버 *

CIFS 서버의 상태, 서버 이름, 인증 모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이름 및 SMB 다중 채널 상태를 지정합니다.

• * 홈 디렉토리 *

홈 디렉토리 경로 및 PC 사용자 이름이 홈 디렉토리 항목에 매핑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 * 명령 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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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CIFS 설정 마법사를 엽니다. 이 마법사를 사용하면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서 CIFS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옵션

SMB 3.0 서명을 설정 또는 해제하고, SMB 3.0 암호화를 설정 또는 해제하고, WINS(Windows Internet

Name Service) 서버를 추가할 수 있는 CIFS 옵션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SMB 서명은 CIFS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 삭제

CIFS 서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새로 고침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도메인 탭

도메인 탭에서는 CIFS 도메인 컨트롤러를 확인 및 재설정하고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탭을 사용하여 CIFS 그룹 정책 구성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 서버 *

CIFS 지원 SVM에서 검색된 인증 서버 및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또한 검색된 서버에 대한 정보를 재설정하거나,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를 추가하거나, 도메인 컨트롤러를
삭제하거나, 도메인 컨트롤러 목록을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 * 그룹 정책 *

CIFS 서버에서 그룹 정책 구성을 확인,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책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룹 정책을 다시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Symlink 탭

symlinks 탭에서는 CIFS 사용자에 대한 UNIX 심볼 링크 매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경로 매핑 *

CIFS에 대한 심볼 링크 매핑 목록을 표시합니다.

• * 명령 버튼 *

◦ 생성

UNIX 심볼 링크 매핑을 만들 수 있는 새 symlink 경로 매핑 만들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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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S 공유 및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symlink 경로 매핑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삭제

심볼 링크 매핑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새로 고침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BranchCache 탭

BranchCache 탭을 사용하면 CIFS 지원 SVM에서 BranchCache 설정을 설정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BranchCache 서비스 상태, 해시 스토어의 경로, 해시 스토어의 크기, 운영 모드, 서버 키 및 BranchCache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 * 명령 버튼 *

◦ 설정

CIFS 서버에 대한 BranchCache를 구성할 수 있는 BranchCache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 편집

BranchCache 구성의 속성을 수정할 수 있는 BranchCache 설정 수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 삭제

BranchCache 구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새로 고침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관련 정보 *

CIFS를 설정하는 중입니다

CIFS에 대한 일반 속성을 편집합니다

홈 디렉토리 경로를 추가하는 중입니다

홈 디렉토리 경로를 삭제하는 중입니다

CIFS 도메인 컨트롤러를 재설정하는 중입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NFS 프로토콜을 구성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NFS

클라이언트를 인증하여 SVM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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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 설정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NFSv3, NFSv4 및 NFSv4.1에서 설정 또는 해제, NFSv4 클라이언트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위임 설정 또는 해제, NFSv4 ACL 설정 등의 NFS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기본 Windows 사용자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NFS * 를 클릭합니다.

4. NFS * 창에서 * Edit * 를 클릭합니다.

5. NFS 설정 편집 *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6.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NFS 창

NFS 창을 사용하여 NFS 설정을 표시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서버 상태 *

NFS 서비스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서 NFS 프로토콜을 구성하면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Data ONTAP 8.1.x를 실행하는 NFS 지원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ONTAP 8.3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한 경우, ONTAP 8.3 이상에서 NF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FSv2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므로 NFSv3 또는 NFSv4에 대한 지원을 설정해야 합니다.

명령 버튼

• * 활성화 *

NFS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 * 비활성화 *

NFS 서비스를 해제합니다.

• * 편집 *

NFS 설정을 편집할 수 있는 NFS 설정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관련 정보 *

https://["NFS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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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NVMe를 설정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SVM용 NVMe

프로토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VM에서 NVMe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네임스페이스 또는
네임스페이스를 프로비저닝하고 이를 호스트 및 하위 시스템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ONTAP 9.5부터 NVMe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HA 쌍의 각 노드에 대해 하나 이상의 NVMe LIF를 구성해야 합니다.

노드당 최대 2개의 NVMe LIF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VM 설정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NVMe LIF를 구성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NVMe를 설정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를 보여 줍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NVMe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하나 이상의
NVMe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각 네임스페이스를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의 호스트 또는
호스트 세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NVMe 네임스페이스는 논리 블록으로 포맷할 수 있는 메모리
양입니다. 각 네임스페이스를 NVMe 하위 시스템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VM은 NVMe 프로토콜로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임스페이스를 매핑하려면 데이터 프로토콜 NVMe를
사용하는 LIF 중 하나 이상이 네임스페이스를 소유한 노드에 존재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NVMe * > * NVMe 네임스페이스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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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임스페이스가 포함된 SVM을 선택합니다.

3. HA 쌍의 각 노드에 대해 하나 이상의 NVMe LIF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노드당 최대 2개의 NVMe LIF를
생성할 수 있다.

4. 네임스페이스 크기(1MB~16TB)를 구성합니다.

5. 블록 크기를 입력합니다.

System Manager 9.5의 경우 블록 크기는 기본적으로 4KB이며 이 필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System Manager 9.6의 경우 블록 크기를 4KB 또는 512바이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기존 볼륨을 선택하거나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하여 새 볼륨을 생성합니다.

SVM에서 + 기호를 클릭하여 추가 네임스페이스(최대 250)를 설정합니다.

7. 이 네임스페이스와 연결될 NVMe 하위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없음: 매핑된 서브시스템이 없습니다.

◦ 기존 서브시스템 사용: 나열된 서브시스템은 선택한 SVM을 기반으로 합니다.

◦ 새 하위 시스템 만들기: 새 하위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새 네임스페이스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8. 호스트 운영 체제를 선택합니다.

9. 제출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NVMe 네임스페이스 창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NVMe 네임스페이스를 편집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Classic을 사용하면
네임스페이스가 매핑된 서브시스템을 변경하여 네임스페이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이 창에서는 NVMe 하위 시스템 설정만 수정할 수 있으며 다른 네임스페이스 세부 정보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NVMe * > * NVMe namespaces * 를 클릭합니다.

2. NVMe 네임스페이스 창 * 에서 편집할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3. 하위 시스템 옵션 선택:

◦ 없음: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기존 하위 시스템 매핑만 해제됩니다. 선택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하위 시스템 매핑이 없는 경우 이 옵션이 미리 선택됩니다.

◦ 기존 하위 시스템 사용: 이 옵션은 서브시스템과 네임스페이스 간 매핑이 있는 경우 미리 선택됩니다. 다른 하위
시스템을 선택하면 이전에 매핑된 하위 시스템의 매핑을 해제함으로써 새 하위 시스템이 매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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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NVMe 네임스페이스를 클론 복제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네임스페이스를 클론하도록 선택하여 동일한 구성에서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 클론 생성된 네임스페이스를 다른 호스트 NQN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임스페이스를 클론 복제하려면 FlexClone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선택한 호스트 매핑으로 네임스페이스를 클론 복제하고 다른 서브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NVMe * > * NVMe namespaces * 를 클릭합니다.

2. NVMe 네임스페이스 창 * 에서 복제할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3. 특정 이름이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제된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는 복제할 네임스페이스의 기본 이름을 제공합니다.

4. 복제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하위 시스템 매핑을 수정합니다.

5. 확인 * 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매핑 네임스페이스가 동일한 SVM 내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복제됩니다. 호스트 매핑은 복제되지
않습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NVMe 서비스를 시작 및 중지하십시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NVMe

서비스를 시작하여 어댑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NVMe 서비스를 사용하면
네임스페이스에서 사용할 NVMe 어댑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NVMe 서비스를 중지하여
NVMe 어댑터를 오프라인으로 설정하고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NVMe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NVMe 지원 어댑터가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메뉴에서 * NVMe * 를 클릭합니다.

4. 필요에 따라 * 시작 * 또는 * 중지 *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NVMe 하위 시스템을 관리하십시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NVMe 하위
시스템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VM 내의 여러 호스트 및 네임스페이스와 NVMe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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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가상 서버는 둘 이상의 NVMe 하위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SVM에서 사용하도록 NVMe 서브시스템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NVMe 하위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NVMe 서브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NVMe Subsystems * 창에서 * Create * 를 클릭합니다.

2. 다음 필드에 * NVMe Subsystems:Create * 창에 항목을 제공합니다.

◦ * SVM *

드롭다운 메뉴에서 서브시스템을 생성할 SVM을 선택합니다.

◦ * 이름 *

하위 시스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SVM에 서브시스템 이름이 이미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96자로 제한됩니다.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호스트 OS *

드롭다운 메뉴에서 하위 시스템의 호스트 OS 유형을 선택합니다.

◦ * 호스트 NQN *

컨트롤러에 연결된 호스트 NQN을 입력합니다. 여러 호스트 NQN을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저장 * 을 클릭합니다.

NVMe 하위 시스템이 생성되고 NVMe 하위 시스템 드린도 표시됩니다.

NVMe 하위 시스템 세부 정보를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NVMe 하위 시스템의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NVMe 하위 시스템 * 창에서 편집할 NVMe 하위 시스템을 찾으십시오.

2. 편집할 하위 시스템 이름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편집 * 을 클릭합니다.

NVMe 하위 시스템의 현재 세부 정보가 NVMe Subsystems: Editwindow 에 표시됩니다.

4. Host NQN * 필드의 정보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호스트 NQN *

컨트롤러에 연결된 호스트 NQN을 수정합니다. 여러 호스트 NQN을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NVMe 네임스페이스 * 테이블이 호스트 NQN 필드 아래에 표시됩니다. 각 네임스페이스에 대해 이 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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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스페이스 경로 및 네임스페이스 ID가 나열됩니다.

5. 저장 * 을 클릭합니다.

NVMe 하위 시스템의 세부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NVMe 하위 시스템 창이 표시됩니다.

NVMe 하위 시스템을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서 NVMe 하위 시스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NVMe 하위 시스템을 삭제할 때 다음 작업이 수행됩니다.

• NVMe 서브시스템에서 호스트를 구성한 경우 매핑된 호스트가 제거됩니다.

• NVMe 서브시스템에 매핑된 네임스페이스가 있는 경우 매핑 해제됩니다.

단계

1. NVMe 하위 시스템 * 창에서 삭제하려는 NVMe 하위 시스템을 찾으십시오.

2. 삭제할 하위 시스템 이름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삭제 * 를 클릭합니다.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삭제를 확인하려면 * NVMe 하위 시스템 삭제 * 확인란을 클릭한 다음 * 예 * 를 클릭합니다.

NVMe 하위 시스템이 클러스터에서 삭제되고 NVMe 하위 시스템 창이 표시됩니다.

NVMe 하위 시스템 창

NVMe 하위 시스템 창에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의 NVMe 하위 시스템의 인벤토리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을
필터링하여 SVM과 관련된 하위 시스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창에서는 NVMe 서브시스템을 생성, 편집 또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지 * > * NVMe * > * 하위 시스템 * 을 선택하여 이 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NVMe 하위 시스템 표

• 도구 모음

NVMe 하위 시스템 표

NVMe 하위 시스템 표에는 클러스터 내 NVMe 하위 시스템의 인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SVM * 필드의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SVM을 선택하여 해당 SVM과 관련된 NVMe 서브시스템만 표시되도록 목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검색 * 필드 및 * 필터링 *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목록을 추가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NVMe 하위 시스템 표에는 다음 열이 포함됩니다.

• * (확인란) *

작업을 수행할 하위 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란을 클릭하여 하위 시스템을 선택한 다음 수행할 도구 모음에서 작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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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

하위 시스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검색 * 필드에 하위 시스템의 이름을 입력하여 하위 시스템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호스트 OS *

서브시스템과 연결된 호스트 OS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호스트 NQN *

컨트롤러에 연결된 NVMe 정규화된 이름(NQN)을 표시합니다. 여러 개의 NQN이 표시되면 쉼표로 구분됩니다.

• * 관련 NVMe 네임스페이스 *

하위 시스템과 연결된 NVM 네임스페이스의 수를 표시합니다. 숫자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연결된 네임스페이스
경로가 표시됩니다. 경로를 클릭하여 Namespace Details 창을 표시합니다.

도구 모음

도구 모음은 열 머리글 위에 있습니다. 도구 모음의 필드와 버튼을 사용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검색 *

이름 * 열에 있는 값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필터링 *

목록을 필터링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열된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생성 *

NVMe 하위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는 NVMe 하위 시스템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기존 NVMe 하위 시스템을 편집할 수 있는 Edit NVMe Subsystem(NVMe 하위 시스템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기존 NVMe 하위 시스템을 삭제할 수 있는 NVMe 하위 시스템 삭제 확인 대화 상자를 엽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iSCSI 프로토콜을 구성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TCP/IP를 통해
SCSI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블록 데이터를 호스트로 전송할 수 있도록 iSCSI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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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SI 별칭을 생성합니다

iSCSI 별칭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대상 디바이스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iSCSI 타겟 디바이스(이 경우
스토리지 시스템)에 할당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식별자입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iSCSI 별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iSCSI 별칭은 인쇄 가능한 문자를 1-128자로 하는 문자열입니다. iSCSI 별칭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iSCSI * 를 클릭합니다.

4. iSCSI * 창의 * 서비스 * 탭에서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5. iSCSI 서비스 구성 편집 * 대화 상자의 * 대상 별칭 * 필드에 iSCSI 별칭을 입력한 다음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 인터페이스에서 iSCSI 서비스를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인터페이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여 iSCSI 통신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iSCSI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iSCSI에 대해 활성화되었지만 비활성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활성화되지 않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iSCSI 연결 및 요청이 허용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현재 인터페이스를 사용 중인 미처리 iSCSI 연결 및 세션을 종료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iSCSI 라이센스를 활성화한
후에는 모든 이더넷 인터페이스에서 iSCSI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iSCSI * 를 클릭합니다.

4. iSCSI 인터페이스 * 영역에서 iSCSI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5. 필요에 따라 * 활성화 * 또는 * 비활성화 * 를 클릭합니다.

iSCSI 이니시에이터에 대한 보안 방법을 추가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이니시에이터를 추가하고 이니시에이터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iSCSI * 를 클릭합니다.

4. iSCSI * 창에서 * 초기자 보안 * 탭을 클릭합니다.

5. 초기자 보안 * 영역에서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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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니시에이터 이름과 이니시에이터를 인증하는 보안 방법을 지정합니다.

CHAP 인증의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 다음 인바운드 설정에 대한 암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웃바운드
설정의 경우 이 로그인 정보는 선택 사항입니다.

7. 확인 * 을 클릭합니다.

기본 보안 설정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의 기본 보안 편집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 접속된 iSCSI 이니시에이터에 대한 기본
보안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iSCSI * 를 클릭합니다.

4. 초기자 보안 * 탭의 * 기본 보안 * 영역에서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5. 기본 보안 편집 * 대화 상자에서 보안 유형을 변경합니다.

CHAP 인증의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 다음 인바운드 설정에 대한 암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웃바운드
설정의 경우 이 로그인 정보는 선택 사항입니다.

6. 확인 * 을 클릭합니다.

기본 iSCSI 초기자 인증 방법을 변경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특정 인증 방법으로 구성되지 않은 이니시에이터에 사용되는 인증 방법인 기본 iSCSI

인증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iSCSI * 를 클릭합니다.

4. 초기자 보안 * 탭의 * 기본 보안 * 영역에서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5. 보안 유형을 변경합니다.

CHAP 인증의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 다음 인바운드 설정에 대한 암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웃바운드
설정의 경우 이 로그인 정보는 선택 사항입니다.

6. 확인 * 을 클릭합니다.

iSCSI 이니시에이터에 대한 기본 보안을 설정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이니시에이터의 인증 설정을 제거하고 기본 보안 방법을 사용하여 이니시에이터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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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iSCSI * 를 클릭합니다.

4. 초기자 보안 * 탭에서 보안 설정을 변경할 초기자를 선택합니다.

5. 초기자 보안 * 영역에서 * 기본값 설정 * 을 클릭한 다음 확인 대화 상자에서 * 기본값 설정 * 을 클릭합니다.

iSCSI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중지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iSCSI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iSCSI * 를 클릭합니다.

4. 필요에 따라 * 시작 * 또는 * 중지 * 를 클릭합니다.

이니시에이터 보안 정보를 봅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기본 인증 정보와 모든 이니시에이터별 인증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iSCSI * 를 클릭합니다.

4. iSCSI * 창의 * 초기자 보안 * 탭에서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iSCSI 창

iSCSI 창을 사용하여 iSCSI 서비스를 시작 또는 중지하고, 스토리지 시스템 iSCSI 노드 이름을 변경하고, 스토리지
시스템의 iSCSI 별칭을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 접속된 iSCSI 이니시에이터의
이니시에이터 보안 설정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탭

• * 서비스 *

서비스 * 탭을 사용하여 iSCSI 서비스를 시작 또는 중지하고, 스토리지 시스템 iSCSI 노드 이름을 변경하고,

스토리지 시스템의 iSCSI 별칭을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초기자 보안 *

이니시에이터 보안 * 탭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 접속된 iSCSI 이니시에이터의 이니시에이터 보안 설정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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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버튼

• * 편집 *

스토리지 시스템의 iSCSI 노드 이름 및 iSCSI 별칭을 변경할 수 있는 Edit iSCSI Service Configurations(iSCSI

서비스 구성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시작 *

iSCSI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 중지 *

iSCSI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세부 정보 영역에는 iSCSI 서비스, iSCSI 타겟 노드 이름 및 iSCSI 타겟 별칭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영역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iSCSI 서비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https://["SAN 관리"^]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FC/FCoE 프로토콜을 구성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FC/FCoE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FC 또는 FCoE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중지합니다

FC 서비스를 사용하면 LUN에 사용할 FC 타겟 어댑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FC

서비스를 시작하여 어댑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스토리지 시스템의 LUN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FC 서비스를
중지하여 FC 어댑터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LUN에 대한 액세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FC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 FC 어댑터가 타겟 스토리지 시스템에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FC/FCoE * 를 클릭합니다.

4. 필요에 따라 * 시작 * 또는 * 중지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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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또는 FCoE 노드 이름을 변경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 섀시를 교체하고 동일한 Fibre Channel SAN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교체된 스토리지 시스템의 노드
이름이 특정 경우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노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프로토콜 * 창에서 * FC/FCoE * 를 클릭합니다.

4. 편집 * 을 클릭합니다.

5.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FCoE 프로토콜입니다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는 호스트를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기존 FC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FCoE는 기존 FC 관리 및 제어를 유지하지만 10기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를 하드웨어 전송으로
사용합니다.

FCoE 연결을 설정하려면 지원되는 DCB(데이터 센터 브리징) 이더넷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에서 지원되는
CNA(통합 네트워크 어댑터)가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CNA는 통합 지점이며 HBA와 이더넷 어댑터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FC 연결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FCoE 연결을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FC/FCoE 창

FC/FCoE 창을 사용하여 FC 서비스를 시작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편집 *

FC 또는 FCoE 노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노드 이름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시작 *

FC/FCoE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 중지 *

FC/FCoE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FC/FCoE 세부 정보

세부 정보 영역에는 FC/FCoE 서비스 상태, 노드 이름 및 FC/FCoE 어댑터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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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SVM에서 FC 프로토콜 및 FCoE 프로토콜 구성

https://["SAN 관리"^]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엑스포트 정책을 관리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엑스포트
정책을 생성, 편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트 정책을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특정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엑스포트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Policies * 창에서 * Export Policies * 를 클릭합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5. 내보내기 정책 만들기 * 대화 상자에서 내보내기 정책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6. 기존 엑스포트 정책의 규칙을 복사하여 엑스포트 정책을 생성하려면 * 다음에서 규칙 복사 *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및 엑스포트 정책을 선택합니다.

엑스포트 정책을 생성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재해 복구용 대상 SVM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7. 내보내기 규칙 영역에서 * 추가 * 를 클릭하여 엑스포트 정책에 규칙을 추가합니다.

8. Create * 를 클릭합니다.

9. 생성한 엑스포트 정책이 * Export Policies * 창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엑스포트 정책의 이름을 바꿉니다

시스템 관리를 사용하여 기존 엑스포트 정책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Policies * 창에서 * Export Policies * 를 클릭합니다.

4. 이름을 바꿀 엑스포트 정책을 선택한 다음 * 정책 이름 바꾸기 * 를 클릭합니다.

5. 이름 바꾸기 정책 * 대화 상자에서 새 정책 이름을 지정한 다음 * 수정 * 을 클릭합니다.

6. Export Policies * (내보내기 정책 *) 창에서 변경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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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트 정책을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엑스포트 정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Policies * 창에서 * Export Policies * 를 클릭합니다.

4. 삭제할 엑스포트 정책을 선택한 다음 * 정책 삭제 * 를 클릭합니다.

5.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엑스포트 정책에 규칙 추가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엑스포트 정책에 규칙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엑스포트 규칙을 추가할 엑스포트 정책을 생성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Policies * 창에서 * Export Policies * 를 클릭합니다.

4. 규칙을 추가할 엑스포트 정책을 선택하고 * 규칙 내보내기 * 탭에서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5. 내보내기 규칙 만들기 * 대화 상자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하는 클라이언트를 지정합니다.

여러 클라이언트를 쉼표로 구분된 값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형식 중 하나로 클라이언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 이름(예: host1)입니다

▪ IPv4 주소(예: 10.1.12.24)입니다

▪ 네트워크 마스크가 있는 IPv4 주소(예: 10.1.16.0/255.255.255.0)

▪ IPv6 주소(예: FE80::0202:B3FF:FE1E:8329)입니다

▪ 네트워크 마스크가 있는 IPv6 주소(예: 2001:DB8::/ 32)

▪ 넷그룹으로, netgroup 이름 앞에 AT 기호(@)가 옵니다(예: @netgroup)

▪ 앞에 마침표(.)가 오는 도메인 이름(예: .example.com

10.1.12.10 ~ 10.1.12.70 등의 IP 주소 범위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 형식의 항목은 텍스트
문자열로 해석되며 호스트 이름으로 취급됩니다.

+ IPv4 주소 0.0.0.0/0을 입력하여 모든 호스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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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규칙 인덱스 번호를 수정하려면 적절한 규칙 인덱스 번호를 선택합니다.

b. 하나 이상의 액세스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액세스 프로토콜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값 ""모두""가 내보내기 규칙에 할당됩니다.

c. 하나 이상의 보안 유형 및 액세스 규칙을 선택합니다.

6. 확인 * 을 클릭합니다.

7. 추가한 내보내기 규칙이 선택한 내보내기 정책의 * 내보내기 규칙 * 탭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엑스포트 정책 규칙을 수정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지정된 클라이언트, 액세스 프로토콜 및 엑스포트 정책 규칙의 액세스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Policies * 창에서 * Export Policies * 를 클릭합니다.

4. Export Policies * 창에서 내보내기 규칙을 편집할 엑스포트 정책을 선택하고 * Export Rules * 탭에서 편집할
규칙을 선택한 다음 * Edit * 를 클릭합니다.

5. 필요에 따라 다음 매개 변수를 수정합니다.

◦ 클라이언트 사양

◦ 액세스 프로토콜

◦ 액세스 세부 정보

6. 확인 * 을 클릭합니다.

7. 내보내기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된 변경 사항이 * Export Rules *(규칙 내보내기) 탭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엑스포트 정책 규칙을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엑스포트 정책 규칙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Policies * 창에서 * Export Policies * 를 클릭합니다.

4. 엑스포트 규칙을 삭제할 엑스포트 정책을 선택합니다.

5. Export Rules * (규칙 내보내기 *) 탭에서 삭제할 내보내기 규칙을 선택한 다음 * Delete * (삭제 *)를 클릭합니다.

6. 확인 상자에서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엑스포트 정책이 볼륨 또는 qtree에 대한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법

엑스포트 정책에는 각 클라이언트 액세스 요청을 처리하는 _export rules_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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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거부되었는지,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액세스 수준이 결정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 엑스포트 규칙과 함께 엑스포트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볼륨 또는 qtree에 대한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구성하기 위해 각 볼륨 또는 qtree에 정확히 하나의 엑스포트 정책을
연결합니다. SVM에는 여러 엑스포트 정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볼륨 또는 qtree를 사용하는 SVM에 대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개별 클라이언트 액세스 제어를 SVM의 각 볼륨 또는 qtree에 서로 다른 엑스포트 정책을 지정하여 각 볼륨 또는
qtree에 대한 볼륨 또는 qtree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각 볼륨 또는 qtree에 대해 새로운 엑스포트 정책을 생성할 필요 없이 동일한 클라이언트 액세스 제어를 위해
SVM의 여러 볼륨 또는 qtree에 동일한 엑스포트 정책을 할당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해당 엑스포트 정책에서 허용하지 않는 액세스 요청을 하는 경우 권한 거부 메시지와 함께 요청이
실패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엑스포트 정책의 규칙과 일치하지 않으면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내보내기 정책이 비어 있으면
모든 액세스가 암시적으로 거부됩니다.

ONTAP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엑스포트 정책을 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트 정책 창

엑스포트 정책 창을 사용하면 엑스포트 정책과 관련 엑스포트 규칙에 대한 정보를 생성, 보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트 정책

엑스포트 정책 창에서는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대해 생성된 엑스포트 정책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명령 버튼 *

◦ 생성

엑스포트 정책을 생성하고 엑스포트 규칙을 추가할 수 있는 엑스포트 정책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기존
SVM에서 엑스포트 규칙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 이름 바꾸기

선택한 엑스포트 정책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이름 바꾸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 삭제

선택한 엑스포트 정책을 삭제할 수 있는 엑스포트 정책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 새로 고침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규칙 내보내기 탭

규칙 내보내기 탭에서는 특정 엑스포트 정책에 대해 생성된 엑스포트 규칙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규칙을 추가,

편집 및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 명령 버튼 *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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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엑스포트 정책에 엑스포트 규칙을 추가할 수 있는 엑스포트 규칙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편집

선택한 내보내기 규칙의 특성을 수정할 수 있는 내보내기 규칙 수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 삭제

선택한 내보내기 규칙을 삭제할 수 있는 내보내기 규칙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 위로 이동

선택한 내보내기 규칙의 규칙 인덱스를 위로 이동합니다.

◦ 아래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내보내기 규칙의 규칙 인덱스를 아래로 이동합니다.

◦ 새로 고침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 규칙 목록 내보내기 *

◦ 규칙 색인

내보내기 규칙이 처리되는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다. 위로 이동 및 아래로 이동 단추를 사용하여 우선 순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규칙을 적용할 클라이언트를 지정합니다.

◦ 액세스 프로토콜

내보내기 규칙에 지정된 액세스 프로토콜을 표시합니다.

액세스 프로토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 ""Any""가 고려됩니다.

◦ 읽기 전용 규칙입니다

읽기 전용 액세스에 대해 하나 이상의 보안 유형을 지정합니다.

◦ 읽기/쓰기 규칙

읽기/쓰기 액세스에 사용할 보안 유형을 하나 이상 지정합니다.

◦ 고급 사용자 액세스

고급 사용자 액세스에 대한 보안 유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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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 개체 탭

Assigned Objects 탭에서는 선택한 엑스포트 정책에 할당된 볼륨 및 qtree를 볼 수 있습니다. 볼륨이 암호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CIFS를 설정하는 중입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효율성 정책을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방식을 사용하여 효율성
정책을 생성,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정책 추가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지정된 일정에 따라 볼륨의 중복제거 작업을 실행하거나 볼륨 데이터의 변경 사항이
지정된 임계값에 도달하는 경우 효율성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Policies * 창에서 * Efficiency Policies * 를 클릭합니다.

4. 추가 * 를 클릭한 다음 정책 이름을 지정합니다.

5. 스토리지 효율성 정책을 실행하는 방법 지정:

◦ 스케줄 * 을 선택하고 스케줄 이름과 스케줄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효율성 정책의 최대 실행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ChangeLog Threshold * 를 선택하고 볼륨 데이터 변경에 대한 임계값(백분율)을 지정합니다.

6. * 선택 사항: * QoS 정책을 백그라운드로 설정 * 확인란을 선택하여 클라이언트 작업에 대한 성능 영향을 줄입니다.

7. 추가 * 를 클릭합니다.

효율성 정책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정책 이름, 스케줄 이름 및 최대 런타임 같은 효율성 정책의 특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Policies * 창에서 * Efficiency Policies * 를 클릭합니다.

4. 효율성 정책 * 창에서 편집할 정책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5. [효율성 정책 편집] *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6. 저장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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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정책을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to를 사용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효율성 정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효율성 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Policies * 창에서 * Efficiency Policies * 를 클릭합니다.

4. 삭제할 효율성 정책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5.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효율성 정책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효율성 정책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Policies * 창에서 * Efficiency Policies * 를 클릭합니다.

4.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효율성 정책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5. 필요에 따라 * 상태 * > * 활성화 * 또는 * 상태 * > * 비활성화 * 를 클릭합니다.

6. 효율성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효율성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효율성 정책은 FlexVol 볼륨의 중복제거 작업에 대한 작업 스케줄입니다.

FlexVol 볼륨에서 중복제거를 실행하려면 작업을 특정 시간에 시작하도록 예약하거나 임계값 비율이 초과될 경우
작업이 트리거되도록 지정합니다. 효율성 정책에 포함된 작업 일정을 생성하여 중복제거 작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볼륨 효율성 정책은 cron 유형의 작업 스케줄만 지원합니다. 또는 임계값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 데이터가
지정된 비율을 초과하면 중복 제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사전 정의된 효율성 정책 이해

효율성 정책으로 볼륨을 구성하여 추가적인 공간 절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볼륨에 대해 구성된 백그라운드 효율성
작업을 예약을 통해 또는 수동으로 시작하지 않고도 인라인 압축을 실행하도록 볼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VM을 생성할 때 다음 효율성 정책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삭제될 수 없습니다.

• 기본값

효율성 정책을 사용하여 볼륨에 대해 예약된 중복제거 작업을 실행하도록 볼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인라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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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만 지원하는 효율성 정책을 사용하여 볼륨을 구성한 후, 백그라운드 효율성 작업을 예약을 통해 또는
수동으로 시작하지 않고도 해당 볼륨에 대해 인라인 압축을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만 지원하는 기본 효율성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효율성 정책 창

효율성 정책 창을 사용하여 효율성 정책에 대한 정보를 생성, 표시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추가 *

지정된 기간(스케줄 기반) 또는 볼륨 데이터의 변경이 지정된 임계값(임계값 기반)에 도달할 때 볼륨에 대해 중복
제거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효율성 정책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효율성 정책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중복제거 작업의 스케줄, 임계값, QoS 유형, 최대 실행
시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삭제 *

선택한 효율성 정책을 삭제할 수 있는 효율성 정책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상태 *

선택한 효율성 정책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드롭다운 메뉴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효율성 정책 목록

• * 자동 *

백그라운드에서 중복 제거가 지속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정합니다. 이 정책은 새로 생성된 모든 볼륨과 백그라운드
중복제거를 위해 수동으로 구성되지 않은 업그레이드된 모든 볼륨에 대해 설정됩니다. 정책을 "기본값" 또는 다른
정책으로 변경하면 "자동" 정책이 비활성화됩니다.

볼륨이 비 AFF 시스템에서 AFF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타겟 노드에서 ""자동""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볼륨이 AFF 노드에서 비 AFF 노드로 이동하는 경우 대상 노드의 "자동" 정책은 기본적으로 "인라인 전용"

정책으로 대체됩니다.

• * 정책 *

효율성 정책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상태 *

효율성 정책의 상태를 지정합니다. 상태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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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됨

중복 제거 작업에 효율성 정책을 할당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 사용 안 함

효율성 정책이 비활성화되도록 지정합니다. 상태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나중에
중복 제거 작업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 * 실행 기준 *

스토리지 효율성 정책을 스케줄에 따라 실행할지 또는 임계값(변경 로그 임계값)을 기반으로 실행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 QoS 정책 *

스토리지 효율성 정책의 QoS 유형을 지정합니다. QoS 유형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배경

QoS 정책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지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작업에 대한 잠재적인 성능 영향을
줄입니다.

◦ 최선의 노력

QoS 정책이 최선 노력 기반으로 실행되도록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리소스 활용률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 최대 런타임 *

효율성 정책의 최대 런타임 기간을 지정합니다. 이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효율성 정책이
실행됩니다.

세부 정보 영역

효율성 정책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일정 이름, 일정 기반 정책의 일정 세부 정보, 임계값 기반 정책의 임계값 등 선택한
효율성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QoS 정책 그룹을 관리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QoS(서비스 품질) 정책 그룹을 생성하여 워크로드 처리량을 제한하고 워크로드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QoS 정책 그룹을 생성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Policies * 창에서 * QoS Policy Groups * 를 클릭합니다.

312



4. QoS Policy Groups * 창에서 * Create * 를 클릭합니다.

5. Create Policy Group * 대화 상자에서 정책의 그룹 이름을 지정합니다.

6.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System Manager 9.5에서는 성능 기반 All-Flash 최적화 개인성에만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에서는 ONTAP Select 프리미엄 시스템의 최소 처리량 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 볼륨의 최소 처리량 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처리량 값을 지정하지 않거나 최소 처리량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없음""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7. 최대 처리량 제한을 지정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과 최대 처리량 제한은 단위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IOPS 및 B/s, KB/s, MB/s 등의 최대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무제한""을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지정하는 단위는 최대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8. 확인 * 을 클릭합니다.

QoS 정책 그룹을 삭제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스토리지
QoS(서비스 품질) 정책 그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책 그룹에 할당된 모든 스토리지 객체를 할당 해제해야 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Policies * 창에서 * QoS Policy Groups * 를 클릭합니다.

4. QoS 정책 그룹 * 창에서 삭제할 정책 그룹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5. 확인 대화 상자에서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QoS 정책 그룹을 편집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의 정책 그룹 편집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기존
스토리지 QoS(서비스 품질) 정책 그룹의 이름과 최대 처리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ystem Manager 9.5에서는 성능 기반 All-Flash 최적화 개인성에만 최소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 9.6에서는 ONTAP Select 프리미엄 시스템의 최소 처리량 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에서 볼륨의 최소 처리량 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313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Policies * 창에서 * QoS Policy Groups * 를 클릭합니다.

4. 편집할 QoS 정책 그룹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과 최대 처리량 제한은 단위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 최소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IOPS 및 B/s, KB/s, MB/s 등의 최대 처리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처리량 제한을 지정하지 않으면 값이 무제한으로 설정되고 지정한 단위는 최대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Edit Policy Group * 대화 상자에서 QoS 정책 그룹 세부 정보를 편집한 다음 * Save * 를 클릭합니다.

정책 그룹에 스토리지 객체를 할당하는 규칙입니다

스토리지 QoS 정책 그룹에 스토리지 객체를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지 오브젝트 및 정책 그룹은 동일한 SVM에 속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개체는 정책 그룹이 속한 SVM에 의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책 그룹을 생성할 때 정책 그룹이 속하는 SVM을
지정합니다. 여러 정책 그룹이 동일한 SVM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정책 그룹 Pg1이 SVM VS1 에 속합니다. 볼륨 vol2 또는 vol3을 정책 그룹 Pg1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볼륨이 다른 SVM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첩된 스토리지 개체는 정책 그룹에 속할 수 없습니다

포함하는 객체 또는 해당 하위 객체가 정책 그룹에 속하는 경우 스토리지 객체를 정책 그룹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다음
표에는 제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을 할당하는 경우… 지정할 수 없는 경우…

SVM을 정책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SVM에 포함된 스토리지 오브젝트를 정책 그룹으로 이동

314



다음을 할당하는 경우…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볼륨을 정책 그룹에 SVM이나 하위 LUN을 포함하는 볼륨을 정책 그룹에
포함하는 볼륨

정책 그룹에 LUN을 지정합니다 볼륨 또는 SVM을 포함하는 LUN을 정책 그룹으로
묶습니다

파일을 정책 그룹에 저장합니다 파일에서 볼륨 또는 SVM을 포함하는 정책 그룹으로
묶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SVM vs3이 정책 그룹 Pg2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 계층(SVM vs3)의 객체가 정책 그룹에
할당되기 때문에 정책 그룹에 볼륨 vol4 또는 vol5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NIS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ONTAP 시스템 관리자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NIS(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도메인을 추가, 편집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NIS 도메인을 추가합니다

NIS를 사용하여 호스트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NIS

도메인 이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서 NIS 도메인을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 창에서 * NIS * 를 클릭합니다.

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5. NIS 도메인 이름을 입력한 다음 하나 이상의 NIS 서버를 추가합니다.

6. Create * 를 클릭합니다.

315



NIS 도메인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인증 및 인증 요구사항에 따라 NIS 도메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 창에서 * NIS * 를 클릭합니다.

4. NIS 도메인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5. 필요한 내용을 변경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NIS 창을 엽니다

NIS 창에서는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현재 NIS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NIS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는 NIS 도메인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NIS 서버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는 NIS 도메인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선택한 NIS 도메인을 삭제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관련 정보 *

https://["NFS 구성"^]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LDAP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추가,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추가합니다

LDAP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레벨에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추가하거나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레벨에서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LDAP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LDAP 클라이언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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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 대해

SVM 레벨에서 선택한 SVM에 대해서만 LDAP 클라이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추가합니다.

◦ 클러스터 수준: * 를 클릭합니다 * > * LDAP *.

◦ SVM 레벨: * SVM * > * SVM 설정 * > * LDAP 클라이언트 * 를 클릭합니다.

2. 추가 * 를 클릭합니다.

3. LDAP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Active Directory 도메인 또는 LDAP 서버를 추가합니다.

5. 을 클릭합니다  (고급 옵션), * 스키마 * 를 선택하고 * 적용 * 을 클릭합니다.

6. 기본 DN * 및 * TCP 포트 * 를 지정합니다.

7. 바인딩 * 을 클릭한 다음 인증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8.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9. 추가한 LDAP 클라이언트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클러스터 레벨 또는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레벨에서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VM 레벨에서 선택한 SVM에 대해서만 LDAP 클라이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따르십시오.

◦ 클러스터 수준: * 를 클릭합니다 * > * LDAP *.

◦ SVM 레벨: * SVM * > * SVM 설정 * > * LDAP 클라이언트 * 를 클릭합니다.

2. 삭제할 LDAP 클라이언트를 선택하고 * Delete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4. 삭제한 LDAP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레벨 또는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레벨에서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SVM 레벨에서 선택한 SVM에 대해서만 LDAP 클라이언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편집하려면 다음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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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수준: * 를 클릭합니다 * > * LDAP *.

◦ SVM 레벨: * SVM * > * SVM 설정 * > * LDAP 클라이언트 * 를 클릭합니다.

2. 수정할 LDAP 클라이언트를 선택하고 * Edit * 를 클릭합니다.

3. LDAP 클라이언트 편집 *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편집합니다.

4. 저장 후 닫기 * 를 클릭합니다.

5.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의 변경 사항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LDAP 클라이언트 창

LDAP 클라이언트 창을 사용하여 SVM(Storage Virtual Machine) 수준에서 사용자 인증, 파일 액세스 인증, 사용자
검색 및 NFS와 CIFS 간 매핑 서비스를 위한 LDAP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추가 *

LDAP 클라이언트를 생성 및 구성할 수 있는 Create LDAP Client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편집할 수 있는 Edit LDAP Client 대화 상자를 엽니다. 활성 LDAP 클라이언트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 삭제 *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을 삭제할 수 있는 LDAP 클라이언트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활성 LDAP 클라이언트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LDAP 클라이언트 목록입니다

LDAP 클라이언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 * LDAP 클라이언트 구성 *

지정한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스토리지 가상 머신 *

각 LDAP 클라이언트 구성의 SVM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스키마 *

각 LDAP 클라이언트에 대한 스키마를 표시합니다.

• * 최소 바인딩 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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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LDAP 클라이언트의 최소 바인딩 수준을 표시합니다.

• * Active Directory 도메인 *

각 LDAP 클라이언트 구성에 대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표시합니다.

• LDAP 서버 *

각 LDAP 클라이언트 구성에 대한 LDAP 서버를 표시합니다.

• * 기본 Active Directory 서버 *

각 LDAP 클라이언트 구성에 대한 기본 Active Directory 서버를 표시합니다.

• 관련 정보 *

LDAP를 지원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LDAP 구성을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LDAP

구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활성 LDAP 클라이언트를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활성 LDAP 클라이언트를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SVM은
이름 서비스 또는 이름 매핑에 LDA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 창에서 * LDAP 구성 * 을 클릭합니다.

4. LDAP Configuration * 창에서 * Edit * 를 클릭합니다.

5. Active LDAP 클라이언트 * 대화 상자에서 편집할 LDAP 클라이언트를 선택하고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버를 수정합니다.

◦ 기본 Active Directory 서버를 수정합니다.

6. 확인 * 을 클릭합니다.

7. 변경한 내용이 * LDAP Configuration * (LDAP 구성 *) 창에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활성 LDAP 클라이언트를 삭제합니다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연결하지 않으려는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활성 LDAP 클라이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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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SVM 설정 * 탭을 클릭합니다.

4. 서비스 * 창에서 * LDAP 구성 * 을 클릭합니다.

5. 삭제 * 를 클릭합니다.

6.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LDAP Configuration 창

LDAP 구성 창을 사용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레벨에서 활성 LDAP 클라이언트를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편집 *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버 및 기본 Active Directory 서버와 같은 Active LDAP 클라이언트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는 Active LDAP 클라이언트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활성 LDAP 클라이언트를 삭제할 수 있는 Active LDAP 클라이언트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LDAP Configuration 영역

활성 LDAP 클라이언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 LDAP 클라이언트 이름 *

활성 LDAP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버 *

Active LDAP 클라이언트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표시합니다.

• * 기본 Active Directory 서버 *

Active LDAP 클라이언트의 기본 Active Directory 서버를 표시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Kerberos 영역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Kerberos

영역 서비스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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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beros 영역 구성을 만듭니다

클라이언트 액세스에 Kerberos 인증을 사용하려면 기존 Kerberos 영역을 사용하도록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Kerberos 영역 구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을 사용하면
SVM에서 NFS에 Kerberos 보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CIFS 공유를 사용하는 경우 CIFS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하며 LDAP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NFS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 DES MD5 암호화 기능이 있는 Active Directory(Windows 2003 또는 Windows 2008)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NTP를 구성하여 표준 시간대를 설정하고 클러스터 전체에서 시간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증 오류가 방지되고 로그 파일의 타임스탬프가 클러스터 전체에서 일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Kerberos 영역을 만드는 동안 Kerberos 영역 만들기 마법사에서 다음 속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 Kerberos 영역

• KDC IP 주소 및 포트 번호입니다

기본 포트 번호는 88입니다.

• Kerberos KDC(키 배포 센터) 공급업체

• KDC 공급업체가 Microsoft가 아닌 경우 관리 서버 IP 주소입니다

• 암호 서버 IP 주소입니다

• KDC 공급업체가 Microsoft인 경우 Active Directory 서버 이름 및 IP 주소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 창에서 * Kerberos 영역 * 을 클릭합니다.

4. Kerberos Realm* 창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5.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6.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 마침 * 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Kerberos 영역 구성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레벨에서 Kerberos 영역 구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Kerberos 영역 편집 마법사를 사용하여 다음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KDC IP 주소 및 포트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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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C 공급업체가 Microsoft가 아닌 경우 관리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 암호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 KDC 공급업체가 Microsoft인 경우 Active Directory 서버 이름 및 IP 주소입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 창에서 * Kerberos 영역 * 을 클릭합니다.

4. Kerberos Realm* 창에서 수정할 Kerberos 영역 구성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5.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6. 세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 마침 * 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Kerberos 영역 구성을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Kerberos 영역 구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 창에서 * Kerberos 영역 * 을 클릭합니다.

4. Kerberos Realm* 창에서 삭제할 Kerberos 영역 구성을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5.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강력한 보안을 위해 NFS와 Kerberos 사용

Kerberos를 사용하여 SVM과 NFS 클라이언트 간에 강력한 인증을 제공하여 안전한 NFS 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Kerberos를 사용하여 NFS를 구성하면 스토리지 시스템과의 NFS 클라이언트 통신의 무결성과 보안이 강화됩니다.

CIFS에 대한 Kerberos 인증

Kerberos 인증을 사용하면 CIFS 서버에 연결할 때 클라이언트가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을 협상합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Kerberos 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CIFS 서버를 인증하는 데 Microsoft NTLM 또는 NTLM V2가
사용됩니다.

Kerberos 영역 창

Kerberos Realm 창을 사용하여 SVM(Storage Virtual Machine)과 NFS 클라이언트 간에 인증을 제공하여 안전한
NFS 통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Kerberos 영역 만들기 마법사를 엽니다. 이 마법사를 사용하면 사용자 정보를 검색할 Kerberos 영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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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 *

Kerberos 영역 편집 마법사를 엽니다. 이 마법사를 사용하면 SVM 인증 및 권한 부여 요구 사항에 따라 Kerberos

영역 구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 삭제 *

Kerberos 영역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Kerberos 영역 구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Kerberos 영역 목록

Kerberos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형식 을 참조하십시오.

• * 영역 *

Kerberos 영역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KDC 공급업체 *

Kerberos Distribution Center(KDC) 공급업체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KDC IP 주소 *

구성에 사용되는 KDC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세부 정보 영역에는 KDC IP 주소 및 포트 번호, KDC 공급업체, 관리 서버 IP 주소 및 포트 번호, Active Directory 서버
및 선택한 Kerberos 영역 구성의 서버 IP 주소와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 관련 정보 *

클러스터의 시간대 설정

"NetApp 기술 보고서 4067: NetApp ONTAP의 NFS"

"NetApp 기술 보고서 4616: ONTAP에서 Microsoft Active Directory와 NFS Kerberos"

"NetApp 기술 보고서 4835: ONTAP에서 LDAP를 구성하는 방법"

https://["NFS 관리"^]

시스템 관리자 - ONTAP 9.7 이전 버전을 사용하여 DNS/DDNS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ONTAP 시스템 관리자 클래식(ONTAP 9.7 및 이전 버전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DNS/DDNS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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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NS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DDNS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DNS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DDNS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System Manager는 DNS 및 DDNS 설정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 창에서 * DNS/DDNS * 를 클릭합니다.

4. DNS/DDNS 서비스 * 창에서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5. DNS/DDNS 설정 편집 * 대화 상자에서 * DDNS 서비스 * 확인란을 선택하여 DDNS를 활성화합니다.

DDNS 서비스 *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여 DDNS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6. 확인 * 을 클릭합니다.

DNS 및 DDNS 설정을 편집합니다

DNS를 사용하여 호스트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의 DNS

도메인 이름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DDNS를 활성화하여 DNS 서버에서 이름 서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보안 DDNS가 작동하려면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대한 CIFS 서버 또는 Active Directory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System Manager는 DNS 및 DDNS 설정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 창에서 * DNS/DDNS * 를 클릭합니다.

4. 편집 * 을 클릭합니다.

5. DNS 도메인 및 이름 서버 * 영역에서 DNS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6. DDNS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 DDNS 서비스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a. 보안 DDNS를 활성화하려면 * 보안 DDNS *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DDNS 서비스에 대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과 라이브 시간 값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브 시간은 24시간으로 설정되고 FQDN은 'VM 이름’으로 설정됩니다. 도메인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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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DNS/DDNS 서비스 창

DNS/DDNS 서비스 창에서 시스템의 현재 DNS 및 DDNS 설정을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편집 *

DNS 또는 DDNS 세부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DNS/DDNS 설정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DDNS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SVM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VM 사용자 계정 추가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고 스토리지 시스템 액세스를 위한
사용자 로그인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SVM 사용자 세부 정보 * 창에서 * 사용자 * 를 클릭합니다.

4. 추가 * 를 클릭합니다.

5. 스토리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지정하고 암호를 확인합니다.

6. 하나 이상의 사용자 로그인 방법을 추가한 다음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새 vsadmin 계정에 대한 로그인 방법은 HTTP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고 인증서를 통해 인증되는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SVM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변경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SVM 사용자 세부 정보 * 창에서 * 사용자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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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호를 수정할 사용자 계정을 선택한 다음 * 암호 재설정 * 을 클릭합니다.

5. 암호 재설정 * 대화 상자에서 새 암호를 입력하고 새 암호를 확인한 다음 * 변경 * 을 클릭합니다.

SVM 사용자 계정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한 사용자 로그인 방법을 수정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SVM 사용자 세부 정보 * 창에서 * 사용자 * 를 클릭합니다.

4. 편집할 사용자 계정을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5. 하나 이상의 사용자 로그인 방법을 수정한 다음 * 수정 * 을 클릭합니다.

SVM 사용자 계정 잠금 또는 잠금 해제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SVM 사용자 세부 정보 * 창에서 * 사용자 * 를 클릭합니다.

4. 사용자 * 창에서 계정 상태를 수정할 사용자 계정을 선택한 다음 필요에 따라 * 잠금 * 또는 * 잠금 해제 * 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창

사용자 창을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고, 사용자의 암호를 재설정하고, 모든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추가 *

사용자 계정을 추가할 수 있는 사용자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사용자 로그인 방법을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수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사용자 계정의 모든 액세스 및 인증 방법에 대해 단일 역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삭제 *

선택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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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 변경 *

선택한 사용자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암호 변경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잠금 *

사용자 계정을 잠급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 목록

사용자 목록 아래의 영역에는 선택한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 * 사용자 *

사용자 계정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계정 잠김 *

사용자 계정이 잠겨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로그인 방법 영역

• * 응용 프로그램 *

사용자가 스토리지 시스템을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방법을 표시합니다. 지원되는 액세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 콘솔(콘솔)

◦ HTTP(S)(http)

◦ ONTAP API(ontapi)

◦ 서비스 프로세서(서비스 프로세서)

◦ SSH(ssh)

• * 인증 *

기본 지원 인증 방법, 즉 ""password""를 표시합니다.

• * 역할 *

선택한 사용자의 역할을 표시합니다.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는 로컬 UNIX 사용자 및 그룹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별로 로컬 UNIX 사용자 및 그룹 목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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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X 창

UNIX 창을 사용하여 각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대한 로컬 UNIX 사용자 및 그룹 목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컬
UNIX 사용자 및 그룹을 인증 및 이름 매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탭

Groups 탭을 사용하여 SVM에 로컬인 UNIX 그룹을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그룹 추가 *

Add Group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SVM에 로컬인 UNIX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로컬 UNIX

그룹은 로컬 UNIX 사용자와 함께 사용됩니다.

• * 편집 *

그룹 ID를 편집할 수 있는 그룹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선택한 그룹을 삭제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룹 목록

• * 그룹 이름 *

그룹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그룹 ID *

그룹의 ID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탭

사용자 * 탭을 사용하여 SVM에 로컬인 UNIX 사용자를 추가,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사용자 추가 *

Add User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SVM에 로컬인 UNIX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편집 *

사용자가 속한 사용자 ID, UNIX 그룹 및 사용자의 전체 이름을 편집할 수 있는 사용자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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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 *

선택한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 목록

• * 사용자 이름 *

사용자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사용자 ID *

사용자의 ID를 표시합니다.

• * 전체 이름 *

사용자의 전체 이름을 표시합니다.

• * 기본 그룹 ID *

사용자가 속한 그룹의 ID를 표시합니다.

• * 기본 그룹 이름 *

사용자가 속한 그룹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로컬 Windows 그룹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로컬 Windows 그룹을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로컬
Windows 그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 속성, 구성원 자격, 계정을 수정하고 특정 권한을
그룹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로컬 Windows 그룹 속성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로컬 사용자, Active Directory 사용자 또는 Active Directory 그룹을 추가 및 제거하여
로컬 그룹 구성원 자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할당된 권한과 그룹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룹 설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로컬 Windows 그룹에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로컬 Windows 그룹에서 구성원을 제거할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special_everyone_group에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이 그룹에서 사용자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로컬 Windows 그룹을 다른 로컬 Windows 그룹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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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호스트 사용자 및 그룹 * 창에서 * Windows * 를 클릭합니다.

4. 그룹 * 탭에서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5. 그룹의 이름과 새 그룹을 식별할 설명을 지정합니다.

6. 그룹에 권한 집합을 할당합니다.

사전 정의된 지원되는 권한 집합에서 권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8. Add Members* 창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특정 로컬 그룹에 추가할 Active Directory 사용자 또는 Active Directory 그룹을 지정합니다.

◦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로컬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9. 편집 * 을 클릭합니다.

결과

로컬 Windows 그룹 설정이 수정되고 변경 사항이 * Groups * (그룹 *) 탭에 표시됩니다.

로컬 Windows 그룹을 만듭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SMB 연결을 통해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로컬 Windows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 작업을 수행할 때 그룹의 구성원이 보유한
사용자 권한 또는 기능을 정의하는 권한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VM용으로 CIFS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로컬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그룹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도메인은 SVM용 CIFS 서버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SVM의 CIFS 서버 이름이 "'cifs_server''이고
"'engineering'' 그룹을 생성하려면 그룹 이름으로 "'engineering' 또는 "'cifs_server\engineering'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이름의 일부로 로컬 도메인을 사용할 때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그룹이 적용되는 SVM에 대해 로컬 도메인 이름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CIFS 서버 이름이 "'CIFS_server''인 경우 그룹 이름으로 "'CORP_SERVER\group1''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그룹 이름에 ""BUILTIN""을(를) 로컬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BUILTIN\group1""인 그룹을 만들 수 없습니다.

◦ 그룹 이름에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로컬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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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D_DOM\group1""이라는 그룹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AD_DOM""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 이미 존재하는 그룹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정하는 그룹 이름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256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마침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 쉼표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다음 인쇄 가능한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 인쇄할 수 없는 ASCII 범위 1에서 31 사이의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호스트 사용자 및 그룹 * 창에서 * Windows * 를 클릭합니다.

4. 그룹 * 탭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5. 그룹 만들기 * 대화 상자에서 그룹의 이름과 새 그룹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을 지정합니다.

6. 그룹에 권한 집합을 할당합니다.

사전 정의된 지원되는 권한 집합에서 권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 추가 * 를 클릭합니다.

8. 그룹에 구성원 추가 *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특정 로컬 그룹에 추가할 Active Directory 사용자 또는 Active Directory 그룹을 지정합니다.

◦ SVM에서 사용 가능한 로컬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 확인 * 을 클릭합니다.

9. Create * 를 클릭합니다.

결과

로컬 Windows 그룹이 생성되어 그룹 창에 나열됩니다.

Windows 로컬 그룹에 사용자 계정을 추가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로컬 사용자, Active Directory 사용자 또는 Active Directory 그룹(사용자가 해당 그룹과
연결된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려는 경우)을 Windows 로컬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를 그룹에 추가하려면 사용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로컬 Windows 그룹에 구성원을 추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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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_everyone_group에 사용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로컬 Windows 그룹을 다른 로컬 Windows 그룹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사용자 이름에 공백이 포함된 사용자 계정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의 이름을 바꾸거나 사용자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호스트 사용자 및 그룹 * 창에서 * Windows * 를 클릭합니다.

4. 그룹 * 탭에서 사용자를 추가할 그룹을 선택한 다음 * 구성원 추가 * 를 클릭합니다.

5. Add Members* 창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특정 로컬 그룹에 추가할 Active Directory 사용자 또는 Active Directory 그룹을 지정합니다.

◦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로컬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6. 확인 * 을 클릭합니다.

결과

추가한 사용자가 * Groups * 탭의 Userstab에 나열됩니다.

로컬 Windows 그룹의 이름을 바꿉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로컬 Windows 그룹의 이름을 변경하여 그룹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새 그룹 이름은 이전 그룹 이름과 동일한 도메인에 만들어야 합니다.

• 그룹 이름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256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마침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 쉼표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다음 인쇄 가능한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 인쇄할 수 없는 ASCII 범위 1에서 31 사이의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호스트 사용자 및 그룹 * 창에서 * Windows * 를 클릭합니다.

4. 그룹 * 탭에서 이름을 바꿀 그룹을 선택한 다음 * 이름 바꾸기 * 를 클릭합니다.

5. 그룹 이름 바꾸기 * 창에서 그룹의 새 이름을 지정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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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그룹 이름이 변경되고 그룹이 그룹 창에 새 이름으로 나열됩니다.

로컬 Windows 그룹을 삭제합니다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확인하거나 그룹 멤버에 SVM 사용자 권한(권한)을
할당하는 데 그룹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SVM)에서 로컬
Windows 그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로컬 그룹을 제거하면 그룹의 구성원 기록이 제거됩니다.

• 파일 시스템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그룹을 참조하는 파일 및 디렉토리의 Windows 보안 설명자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 특별그룹인 Everyone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 BUILTIN\Administrators 및 BUILTIN\Users와 같은 기본 제공 그룹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호스트 사용자 및 그룹 * 창에서 * Windows * 를 클릭합니다.

4. 그룹 * 탭에서 삭제할 그룹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5. 삭제 * 를 클릭합니다.

결과

로컬 그룹은 구성원 기록과 함께 삭제됩니다.

로컬 Windows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SMB 연결을 통해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로컬 Windows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CIFS 세션을 생성할 때 인증에 로컬
Windows 사용자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SVM용으로 CIFS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로컬 Windows 사용자 이름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마침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 쉼표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다음 인쇄 가능한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 인쇄할 수 없는 ASCII 범위 1에서 31 사이의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암호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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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 계정 이름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다음 4개 범주 중 3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영어 대문자(A ~ Z)

◦ 영어 소문자(a ~ z)

◦ 기본 10자리(0 ~ 9)

◦ 특수 문자:~! @#0^& *_-+="\|()[]:;"<>,. ? /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호스트 사용자 및 그룹 * 창에서 * Windows * 를 클릭합니다.

4. 사용자 * 탭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5. 로컬 사용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6. 로컬 사용자의 전체 이름과 이 새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을 지정합니다.

7. 로컬 사용자의 암호를 입력하고 암호를 확인합니다.

암호는 암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8. Add * (추가 *)를 클릭하여 그룹 멤버쉽을 사용자에게 할당합니다.

9. Add Groups * 창의 SVM에서 사용 가능한 그룹 목록에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10. 사용자가 생성된 후 이 계정을 비활성화하려면 * 이 계정 비활성화 * 를 선택합니다.

11. Create * 를 클릭합니다.

결과

로컬 Windows 사용자 계정이 생성되고 선택한 그룹에 구성원이 할당됩니다. 사용자 계정이 * Users * 탭에 나열됩니다.

로컬 Windows 사용자 속성을 편집합니다

기존 사용자의 전체 이름 또는 설명을 변경하거나 사용자 계정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려면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로컬 Windows 사용자 계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에 할당된 그룹 구성원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호스트 사용자 및 그룹 * 창에서 * Windows * 를 클릭합니다.

4. 사용자 * 탭에서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5. Modify User * (사용자 수정 *) 창에서 필요한 내용을 변경합니다.

6. Modify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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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컬 Windows 사용자 계정의 속성이 수정되어 * 사용자 * 탭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계정에 그룹 구성원 자격을 할당합니다

특정 그룹에 연결된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려면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에 그룹 구성원 자격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를 그룹에 추가하려면 사용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special_everyone_group에 사용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호스트 사용자 및 그룹 * 창에서 * Windows * 를 클릭합니다.

4. 사용자 * 탭에서 그룹 구성원 자격을 할당할 사용자 계정을 선택한 다음 * 그룹에 추가 * 를 클릭합니다.

5. Add Groups * (그룹 추가 *) 창에서 사용자 계정을 추가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6. 확인 * 을 클릭합니다.

결과

사용자 계정에는 선택한 모든 그룹에 대한 구성원 자격이 할당되며 사용자는 이러한 그룹과 연결된 권한을 갖습니다.

로컬 Windows 사용자의 이름을 바꿉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로컬 Windows 사용자 계정의 이름을 변경하여 로컬 사용자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새 사용자 이름은 이전 사용자 이름과 동일한 도메인에 만들어야 합니다.

• 지정하는 사용자 이름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마침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 쉼표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다음 인쇄 가능한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 인쇄할 수 없는 ASCII 범위 1에서 31 사이의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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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스트 사용자 및 그룹 * 창에서 * Windows * 를 클릭합니다.

4. 사용자 * 탭에서 이름을 바꿀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 이름 바꾸기 * 를 클릭합니다.

5. 사용자 이름 바꾸기 * 창에서 사용자의 새 이름을 지정합니다.

6. 새 이름을 확인한 다음 * 이름 바꾸기 * 를 클릭합니다.

결과

사용자 이름이 변경되고 새 이름이 * 사용자 * 탭에 나열됩니다.

Windows 로컬 사용자의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Windows 로컬 사용자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암호가
손상되었거나 사용자가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설정한 암호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6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 계정 이름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다음 4개 범주 중 3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영어 대문자(A ~ Z)

◦ 영어 소문자(a ~ z)

◦ 기본 10자리(0 ~ 9)

◦ 특수 문자:~! @#0^& *_-+="\|()[]:;"<>,. ? /

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호스트 사용자 및 그룹 * 창에서 * Windows * 를 클릭합니다.

4. 사용자 * 탭에서 암호를 재설정할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 암호 설정 * 을 클릭합니다.

5. 암호 재설정 *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의 새 암호를 설정합니다.

6. 새 암호를 확인한 다음 * Reset * (재설정 *)을 클릭합니다.

로컬 Windows 사용자 계정을 삭제합니다

사용자 계정이 SVM의 CIFS 서버에 대한 로컬 CIFS 인증을 위해 또는 SVM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결정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서 로컬
Windows 사용자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Administrator와 같은 표준 사용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ONTAP는 로컬 그룹 데이터베이스, 로컬 사용자 멤버 자격 및 사용자 권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된 로컬 사용자에
대한 참조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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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스토리지 * > * SVM * 을 클릭합니다.

2. SVM을 선택한 다음 * SVM 설정 * 을 클릭합니다.

3. 호스트 사용자 및 그룹 * 창에서 * Windows * 를 클릭합니다.

4. 사용자 * 탭에서 삭제할 사용자 계정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5. 삭제 * 를 클릭합니다.

결과

로컬 사용자 계정이 그룹 구성원 항목과 함께 삭제됩니다.

Windows 창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Windows 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창을 통해 클러스터의 각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대한 로컬 Windows 사용자 및 그룹 목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컬 Windows 사용자 및 그룹을 인증 및
이름 매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탭

사용자 탭을 사용하여 SVM에 대한 로컬 Windows 사용자를 볼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SMB 연결을 통해 SVM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로컬 Windows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사용자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사용자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그룹 구성원 자격 및 전체 이름과 같은 로컬 Windows 사용자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 * 삭제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SVM에서 로컬 Windows 사용자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사용자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그룹에 추가 *

사용자에게 해당 그룹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려면 사용자 계정에 그룹 구성원을 할당할 수 있는 그룹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암호 설정 *

Windows 로컬 사용자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암호 재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예를 들어, 암호가
손상되었거나 사용자가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 * 이름 바꾸기 *

로컬 Windows 사용자 계정의 이름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이름 바꾸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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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 목록

• * 이름 *

로컬 사용자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전체 이름 *

로컬 사용자의 전체 이름을 표시합니다.

• * 계정이 비활성화됨 *

로컬 사용자 계정의 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 * 설명 *

이 로컬 사용자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세부 정보 영역

• * 그룹 *

사용자가 구성원인 그룹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그룹 탭

그룹 탭을 사용하여 SVM에 로컬 있는 Windows 그룹을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SMB 연결을 통해 SVM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로컬 Windows 그룹을
생성할 수 있는 그룹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그룹에 할당된 권한 및 그룹 설명과 같은 로컬 Windows 그룹 속성을 편집할 수 있는 그룹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SVM에서 로컬 Windows 그룹을 삭제할 수 있는 그룹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구성원 추가 *

로컬 또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 또는 Active Directory 그룹을 로컬 Windows 그룹에 추가할 수 있는 구성원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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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바꾸기 *

로컬 Windows 그룹의 이름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룹 이름 바꾸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룹 목록

• * 이름 *

로컬 그룹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설명 *

이 로컬 그룹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그룹 세부 정보 영역

• * 권한 *

선택한 그룹과 연결된 권한 목록을 표시합니다.

• 사용자 *

선택한 그룹과 연결된 로컬 사용자 목록을 표시합니다.

System Manager와 이름 매핑 - ONTAP 9.7 이전 버전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이름 매핑
항목을 지정하여 다른 플랫폼의 사용자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름 매핑 변환 규칙

ONTAP 시스템은 각 SVM에 대해 일련의 전환 규칙을 유지합니다. 각 규칙은 A_pattern_과 A_replacement_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변환은 적절한 목록의 시작 부분에서 시작하여 첫 번째 일치 규칙을 기반으로 대체를 수행합니다.

이 패턴은 UNIX 형식의 정규식입니다. 대체는 UNIX 'ed'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패턴에서 부분식을 나타내는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이름 매핑 창

이름 매핑 창을 사용하여 이름 매핑 항목을 지정하여 다른 플랫폼의 사용자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름 매핑

이름 매핑을 만들고 사용하여 UNIX 사용자를 Windows 사용자, Windows 사용자, UNIX 사용자 또는 Kerberos

사용자를 UNIX 사용자에게 매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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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버튼

• * 추가 *

이름 매핑 항목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이름 매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편집 *

SVM에서 이름 매핑을 편집할 수 있는 이름 매핑 항목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이름 매핑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이름 매핑 항목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교환 *

선택한 두 이름 매핑 항목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이름 매핑 항목 바꾸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름 매핑 목록

• * 위치 *

우선 순위 목록에서 이름 매핑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름 매핑은 우선 순위 목록에 있는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 * 패턴 *

일치시켜야 하는 사용자 이름 패턴을 지정합니다.

• * 교체 *

사용자 이름의 대체 패턴을 지정합니다.

• * 방향 *

이름 매핑의 방향을 지정합니다. Kerberos-UNIX 이름 매핑의 경우 KRB_UNIX, Windows-UNIX 이름 매핑의 경우
WIN_UNIX, UNIX-Windows 이름 매핑의 경우 UNIX_W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추가 *

SVM에서 그룹 매핑을 생성할 수 있는 그룹 매핑 항목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SVM에서 그룹 매핑을 편집할 수 있는 그룹 매핑 항목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340



• * 삭제 *

그룹 매핑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그룹 매핑 항목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교환 *

선택한 두 그룹 매핑 항목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그룹 매핑 항목 바꾸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룹 매핑 목록

• * 위치 *

우선 순위 목록에서 그룹 매핑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룹 매핑은 우선 순위 목록에 있는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 * 패턴 *

일치시켜야 하는 사용자 이름 패턴을 지정합니다.

• * 교체 *

사용자 이름의 대체 패턴을 지정합니다.

• * 방향 *

그룹 매핑의 방향을 지정합니다. 가능한 값은 Kerberos-UNIX 그룹 매핑의 KRB_UNIX, Windows-UNIX 그룹
매핑의 WIN_UNIX, UNIX-Windows 그룹 매핑의 UNIX_WIN입니다.

• 관련 정보 *

https://["SMB/CIFS 관리"]

관계 대칭 복사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미러 관계를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여 미러
관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생성, 중지, 초기화, 재설정, 중지된 미러 관계를 재개하는
것 외에도 미러 관계를 삭제 및 편집합니다.

관계 삭제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미러 관계를 삭제하고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 간의 미러 관계를 영구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미러 관계가 삭제되면 소스 볼륨의 기본 스냅샷 복사본이 삭제됩니다.

이 작업에 대해

관계를 삭제하기 전에 미러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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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삭제할 미러 관계를 선택하고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하여 미러 관계를 삭제하고 기본 스냅샷 복사본을 해제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결과

관계가 삭제되고 소스 볼륨의 기본 스냅샷 복사본이 삭제됩니다.

관계를 재동기화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이전에 파손된 미러 관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하여 소스
볼륨을 비활성화한 재재해에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스 클러스터와 타겟 클러스터, 소스 SVM 및 타겟 SVM이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면 소스 볼륨의 컨텐츠가 미러 대상의 컨텐츠를 덮어씁니다.

◦ SnapLock 규정 준수 볼륨의 경우, 현재 볼륨에 대해 설정된 만료 시간까지, 공통 스냅샷
복사본을 참조하여 액티브 파일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 변경이 잠긴 스냅샷 복사본에
유지됩니다.

볼륨 만료 시간이 경과되었거나 설정되지 않은 경우 스냅샷 복사본과 공통 스냅샷 복사본이
30일 동안 잠깁니다. 공통 스냅샷 복사본과 최신 잠금 스냅샷 복사본 간의 중간 스냅샷 복사본이
모두 삭제됩니다.

◦ SnapLock 규정 준수 볼륨 이외의 모든 볼륨에 대해 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면 기본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된 후 대상 볼륨에 기록되는 최신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 보호 창의 마지막 전송 오류 필드에서 재동기화 작업을 권장하는 경우 먼저 관계를 끊은 다음 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재동기화할 미러 관계를 선택합니다.

3. 작업 * > * 재동기화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재동기화 * 를 클릭합니다.

중단된 관계를 다시 시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중지된 미러 관계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재개하면 미러 대상에 대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이 재개되고 모든 미러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작업에 대해

CLI(Command-Line Interface)에서 손상된 미러 관계를 중지했다면 System Manager에서 관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CLI를 사용하여 관계를 재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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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재개할 미러 관계를 선택합니다.

3. Operations * > * Resume * 을 클릭합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하고 * Resume * 을 클릭합니다.

결과

미러 대상에 대한 데이터 전송이 선택한 미러 관계에 대해 재개됩니다.

관계 업데이트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예정되지 않은 대상 미러 업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정전, 예약된 유지 관리
또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려면 수동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러 관계는 SnapMirrored 상태여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미러 관계를 선택하고 * 운영 * > *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 간의 최신 공통 스냅샷 복사본에서 증분 전송을 수행하려면 * On demand * 를
선택합니다.

◦ 스냅샷 복사본 선택 * 을 선택하고 전송할 스냅샷 복사본을 지정합니다.

4. * 선택 사항: * 전송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한하고 최대 전송 속도를 지정하려면 * 전송 대역폭을 * 로
제한합니다.

5. Update * 를 클릭합니다.

6. 세부 정보 * 탭에서 전송 상태를 확인합니다.

관계를 중지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하기 전에 미러 대상을 중지하여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지
작업을 수행하면 활성 미러 전송이 완료되며 미러링 관계에 대한 향후 전송이 비활성화됩니다.

이 작업에 대해

SnapMirrored 상태인 미러 관계만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일시 중지할 미러 관계를 선택합니다.

3. 작업 * > * 정지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하고 * 정지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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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초기화

미러 관계를 시작할 때는 해당 관계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관계 초기화는 소스 볼륨에서 대상으로 데이터의 전체
베이스라인 전송으로 구성됩니다. 미러 관계를 생성하는 동안 관계를 초기화하지 않은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미러 관계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초기화할 미러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3. Operations * > * Initialize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하고 * Initialize * 를 클릭합니다.

5. Protection * 창에서 미러 관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과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되어 타겟으로 전송됩니다. 이 스냅샷 복사본은 이후의 증분 스냅샷 복사본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관계 편집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클러스터에서 기존 정책 또는 스케줄을 선택하거나 정책 또는 스케줄을 생성하여 미러
관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Data ONTAP 8.2.1의 볼륨과 ONTAP 8.3 이상의 볼륨 사이에 생성된 미러 관계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정책 또는 스케줄의 매개 변수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 정책 유형을 수정하여 버전에 상관없이 유연한 미러 관계, 볼트 관계, 미러 및 볼트 관계의 관계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정책 또는 스케줄을 수정할 미러 관계를 선택한 다음 * Edit * 를 클릭합니다.

3. [관계 편집] * 대화 상자에서 기존 정책을 선택하거나 정책을 작성합니다.

원하는 작업 다음을 수행합니다.

기존 정책을 선택합니다 찾아보기 * 를 클릭한 다음 기존 정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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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다음을 수행합니다.

정책을 생성합니다 a. Create Policy * 를 클릭합니다.

b. 정책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c. 예약된 전송의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낮음 은 전송 우선 순위가 가장 낮으며 일반적으로
일반 우선 순위 전송 후에 예약됨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순위는 보통으로 설정됩니다.

d. "'ALL_SOURCE_SNAPSHOTS" 규칙을 미러
정책에 포함하려면 * Transfer All Source

Snapshot Copies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규칙을 사용하면 소스 볼륨의 모든 스냅샷 복사본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e.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압축하려면 * 네트워크 압축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f. Create * 를 클릭합니다.

4. 관계의 일정을 지정합니다.

만약… 다음을 수행합니다.

기존 일정을 할당하려고 합니다 스케줄 목록에서 기존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스케줄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a. Create Schedule * 을 클릭합니다.

b. 스케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c. 기본 * 또는 * 고급 * 을 선택합니다.

◦ Basic은 요일, 시간 및 전송 간격만 지정합니다.

◦ Advanced는 cron 스타일의 스케줄을
생성합니다.

d. Create * 를 클릭합니다.

일정을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없음 * 을 선택합니다.

5. 확인 * 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대상 SVM에서 미러링 관계 생성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대상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서 미러링 관계를 생성하고 정책 및 스케줄을 미러
관계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미러 복제본을 사용하면 소스 볼륨의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손실된 경우 데이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소스 클러스터는 ONTAP 8.2.2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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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에서 SnapMirror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일부 플랫폼의 경우 대상 클러스터에 SnapMirror 라이센스 및 DPO(데이터 보호 최적화)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소스 클러스터에 SnapMirror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 볼륨을 미러링하는 동안 SnapLock 볼륨을 소스로 선택하면 SnapMirror 라이센스와 SnapLock 라이센스가 대상
클러스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는 정상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대상 SVM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읽기/쓰기(RW) 유형의 소스 볼륨이 있어야 합니다.

• FlexVol 볼륨은 온라인이어야 하며 읽기/쓰기 유형이어야 합니다.

• SnapLock 집계 유형은 같은 유형이어야 합니다.

• ONTAP 9.2 이하 버전을 실행하는 클러스터에서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이 활성화된
원격 클러스터로 연결하는 경우 원격 클러스터에서 암호 기반 인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ystem Manager는 계단식 관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대상 볼륨은 다른 관계의 소스 볼륨이 될 수 없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 동기화 소스 SVM과 동기화 대상 SVM 간에 미러 관계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 동기화 소스 SVM 간에 미러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동기화 소스 SVM의 볼륨에서 데이터 지원 SVM의 볼륨으로 미러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지원 SVM의 볼륨에서 동기화 소스 SVM의 데이터 보호(DP) 볼륨으로 미러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유형의 SnapLock 볼륨에만 미러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볼륨이 SnapLock 엔터프라이즈 볼륨인 경우 대상 볼륨도 SnapLock 엔터프라이즈 볼륨이어야
합니다. 대상 SVM에 사용 가능한 SnapLock 유형의 애그리게이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러 관계를 위해 생성된 타겟 볼륨이 씬 프로비저닝되지 않습니다.

• 한 번에 최대 25개의 볼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타겟 클러스터에서 소스 클러스터가 실행 중인 ONTAP 버전보다 이전 버전의 ONTAP를 실행 중인 경우 SnapLock

볼륨 간에 미러 관계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볼륨 관계 * 창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3. SVM * 찾아보기 대화 상자에서 타겟 볼륨의 SVM을 선택합니다.

4. [보호 관계 작성] * 대화 상자의 [관계 유형 *] 드롭다운 목록에서 [미러 *]를 선택합니다.

5. 클러스터, SVM 및 소스 볼륨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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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6. FlexVol 볼륨의 경우 볼륨 이름 접미사를 지정합니다.

대상 볼륨 이름을 생성하기 위해 소스 볼륨 이름에 볼륨 이름 접미사가 추가됩니다.

7. 찾아보기 * 를 클릭한 다음 미러 정책을 변경합니다.

8. 기존 일정 목록에서 관계의 일정을 선택합니다.

9. 미러 관계를 초기화하려면 * 관계 초기화 * 를 선택합니다.

10.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다음 적절한 계층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11. Create * 를 클릭합니다.

결과

대상 볼륨을 만들도록 선택한 경우, 소스 볼륨의 언어 특성과 일치하도록 설정된 언어 속성을 사용하여 DP 유형의 대상
볼륨이 생성됩니다.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 사이에 미러 관계가 생성됩니다. 관계를 초기화하기로 선택한 경우 기본 스냅샷 복사본이 대상
볼륨으로 전송됩니다.

미러 관계를 역재동기화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이전에 손상된 미러 관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역방향 재동기화 작업에서는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의 기능을 반대로 전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스 볼륨이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소스 볼륨을 복구 또는 교체하고 소스 볼륨을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의 원래 구성을 다시 설정하는 동안 대상 볼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역방향 재동기화를 수행하면 타겟 볼륨의 컨텐츠가 미러 소스의 컨텐츠를 덮어씁니다.

◦ SnapLock 규정 준수 볼륨의 경우, 현재 볼륨에 대해 설정된 만료 시간까지, 공통 스냅샷
복사본을 참조하여 액티브 파일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 변경이 잠긴 스냅샷 복사본에
유지됩니다.

볼륨 만료 시간이 경과되었거나 설정되지 않은 경우 스냅샷 복사본과 공통 스냅샷 복사본이
30일 동안 잠깁니다. 공통 스냅샷 복사본과 최신 잠금 스냅샷 복사본 간의 중간 스냅샷 복사본이
모두 삭제됩니다.

◦ SnapLock 규정 준수 볼륨 이외의 모든 볼륨에 대해 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면 기본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된 후 소스 볼륨에 기록되는 최신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 역재동기화를 수행하면 관계의 미러 정책이 DPDefault로 설정되고 미러 스케줄이 None으로 설정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반전할 미러 관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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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erations * > * Reverse Resync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역방향 재동기화 * 를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보호 윈도우

ONTAP 9.7 이전에서 System Manager로 SnapMirror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버전을 사용하면
SnapMirror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SnapMirror 소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미러 대상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려면 SnapMirror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SnapMirror 관계가 손상되면 타겟 볼륨 유형이 "데이터 보호"(DP)에서 "읽기/쓰기
"(RW)로 변경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 SnapMirror 대상이 중지 상태 또는 유휴 상태여야 합니다.

• 대상 볼륨은 대상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마운트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소스를 복구 또는 교체하고 소스를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의 원래 구성을 다시 설정하는 동안 대상 볼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ONTAP 시스템과 SolidFire 스토리지 시스템 간의 SnapMirror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 FlexGroup 볼륨 관계를 끊는 경우 페이지를 새로 고쳐 관계의 업데이트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분리할 미러 관계를 선택합니다.

3. Operations * > * Break * 를 클릭합니다.

4.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Break * (휴식 *)를 클릭합니다.

결과

데이터 보호 SnapMirror 관계가 끊어집니다. 대상 볼륨 유형이 데이터 보호(DP)에서 읽기 전용, 읽기/쓰기(RW)로
변경됩니다. 시스템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호 미러링 관계의 기본 스냅샷 복사본을 저장합니다.

• 관련 정보 *

보호 윈도우

= :allow-uri-read:

시스템 관리자 - ONTAP 9.7 이전 버전을 사용하여 미러 전송을 중단합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기 전에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볼륨 복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업데이트, 수동 업데이트 또는
초기 데이터 전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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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 전송을 중지할 관계를 선택하고 * 운영 * > * 중단 * 을 클릭합니다.

3. 작업을 확인하려면 * 예, 전송을 중단하겠습니다 *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4. 부분적으로 전송된 데이터 유지 * 확인란을 클릭하여 대상 볼륨으로 이미 전송된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5. Abort * 를 클릭합니다.

작업이 완료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유휴"로 표시될 때까지 전송 상태가 "중단 중"으로 표시됩니다.

◦ 관련 정보 *

보호 윈도우

시스템 관리자-ONTAP 9.7 이전 버전과의 미러 관계에서 볼륨 복구

버전에 상관없이 미러 관계의 경우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소스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스 볼륨
또는 다른 볼륨에 스냅샷 복사본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를 타겟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소스 클러스터와 타겟 클러스터 또는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이 포함된 노드에서 SnapMirror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는 정상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복원 작업에 선택한 소스 애그리게이트 또는 기타 애그리게이트는 64비트 애그리게이트여야 합니다.

• ONTAP 9.2 이하 버전을 실행하는 클러스터에서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인증이 활성화된
원격 클러스터로 연결하는 경우 원격 클러스터에서 암호 기반 인증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소스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SVM)과 타겟 SVM 간의 미러 관계에 있는 볼륨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 SnapLock 볼륨에서는 복원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 동기화 소스 SVM 간에 미러 관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 동기화 소스 SVM의 볼륨에서 기본 SVM으로 미러 관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 기본 SVM의 볼륨에서 동기화 소스 SVM의 DP 볼륨으로 미러 관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미러 관계를 선택한 다음 * 작업 * > * 복구 * 를 클릭합니다.

3. Restore * 대화 상자에서 미러 관계의 소스 볼륨으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다른 볼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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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다음 상태로 복원하려는 경우… 수행할 작업…

소스 볼륨입니다 a. 소스 볼륨 * 을 선택합니다.

b. 7단계로 이동합니다.

기타 모든 볼륨 Other volume * 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클러스터와
SVM을 선택합니다.

4. 데이터를 새 볼륨 또는 기존 볼륨으로 복원:

데이터를 다음 상태로 복원하려는 경우… 수행할 작업…

새 볼륨 기본 이름을
'destination_SVM_name_destination_volume_name

_' 복원 형식으로 변경하려면 새 이름을 지정한 다음
볼륨의 포함된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합니다.

기존 볼륨 볼륨 선택 * 옵션을 선택합니다.

소스 볼륨 이외의 볼륨이나 일부 데이터가 포함된 읽기
/쓰기 볼륨과 공통 스냅샷 복사본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스 볼륨과 언어 속성이 동일한 볼륨만 나열됩니다.

5. 최신 스냅샷 복사본 또는 복원하려는 특정 스냅샷 복사본을 선택합니다.

6. 확인 확인란을 선택하여 스냅샷 복사본에서 볼륨을 복원합니다.

7. * 선택 사항: * 네트워크 압축 활성화 * 확인란을 선택하여 복원 작업 중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8. 복원 * 을 클릭합니다.

볼트 관계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 버전을 사용하여 볼트 관계를 관리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 대상 SVM에서
볼트 관계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볼트 관계를 업데이트, 재개, 중지, 초기화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계 편집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서 기존 정책 또는 일정을 선택하거나 새 정책 또는 일정을 만들어 볼트
관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책 또는 스케줄의 매개 변수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스 및 대상 클러스터는 정상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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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정책 또는 일정을 수정하려는 볼트 관계를 선택하고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관계 편집] * 대화 상자에서 적절한 작업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작업 다음을 수행합니다.

기존 정책을 선택합니다 찾아보기 * 를 클릭한 다음 기존 정책을 선택합니다.

소스 볼륨에 연결된 스냅샷 정책과 일치하는 최대 레이블
수를 갖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정책을 생성합니다 a. Create Policy * 를 클릭합니다.

b. 정책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c. 예약된 전송의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낮음 은 전송 우선 순위가 가장 낮으며 일반적으로
일반 우선 순위 전송 후에 예약됨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순위는 보통으로 설정됩니다.

d.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압축하려면 * 네트워크 압축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 볼트 정책에 대한 SnapMirror 레이블 및 대상 보존
수를 지정합니다.

새 SnapMirror 레이블을 사용하려면 소스 볼륨에
동일한 레이블이 있는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 Create * 를 클릭합니다.

4. 관계의 일정을 지정합니다.

만약… 다음을 수행합니다.

기존 일정을 할당하려고 합니다 목록에서 기존 일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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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음을 수행합니다.

새 스케줄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a. Create Schedule * 을 클릭합니다.

b. 스케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c.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기본 *

이 옵션을 선택하면 요일, 시간 및 전송 간격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고급 *

이 옵션을 선택하여 cron 스타일 일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 Create * 를 클릭합니다.

일정을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없음 * 을 선택합니다.

5. 확인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보호 윈도우

관계 초기화

관계를 생성하는 동안 볼트 관계를 아직 초기화하지 않은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볼트 관계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소스 FlexVol 볼륨에서 타겟 FlexVol 볼륨으로 기본 데이터 전송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스 및 대상 클러스터는 정상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초기화하려는 관계를 선택하고 * 작업 * > * 초기화 * 를 클릭합니다.

3. Initialize * (초기화 ) 창에서 * Initialize * ( 초기화 *)를 클릭합니다.

결과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되어 타겟으로 전송됩니다.

이 스냅샷 복사본은 이후의 증분 스냅샷 복사본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관련 정보 *

보호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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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SVM에서 관계 생성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대상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서 볼트 관계를 생성하고 볼트 정책을 할당하여 백업
볼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백업 데이터를 백업 볼트 대상에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소스 클러스터는 ONTAP 8.2.2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 모두에서 SnapVault 라이센스 또는 SnapMirror 라이센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일부 플랫폼의 경우 대상 클러스터에 SnapVault 라이센스 또는 SnapMirror 라이센스가 있고 DPO

라이센스가 활성화된 경우 소스 클러스터에 SnapVault 라이센스가 없거나 SnapMirror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는 정상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대상 SVM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소스 애그리게이트와 대상 애그리게이트는 64비트 애그리게이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읽기/쓰기(RW) 유형의 소스 볼륨이 있어야 합니다.

• 볼트(XDP)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볼트 정책이 없으면 볼트 정책을 작성하거나 자동으로 할당된 기본 볼트 정책(XDPDefault)을 수락해야 합니다.

• FlexVol 볼륨은 온라인과 읽기/쓰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 SnapLock 집계 유형은 같아야 합니다.

• ONTAP 9.2 이하를 실행하는 클러스터에서 SAML 인증이 활성화된 원격 클러스터로 연결하는 경우 원격
클러스터에서 암호 기반 인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ystem Manager는 계단식 관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대상 볼륨은 다른 관계의 소스 볼륨이 될 수 없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동기화 소스 SVM과 동기화 대상 SVM 간에 볼트 관계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 동기화 소스 SVM 간에 볼트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동기화 소스 SVM의 볼륨에서 데이터 지원 SVM의 볼륨으로 볼트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지원 SVM의 볼륨에서 동기화 소스 SVM의 데이터 보호(DP) 볼륨으로 볼트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비 SnapLock(운영) 볼륨과 SnapLock 대상(보조) 볼륨 간의 볼트 관계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최대 25개의 볼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관계 * 창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3. SVM * 찾아보기 대화 상자에서 타겟 볼륨의 SVM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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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 관계 작성] * 대화 상자의 [관계 유형 *] 드롭다운 목록에서 * 볼트 * 를 선택합니다.

5. 클러스터, SVM 및 소스 볼륨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지정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6. 볼륨 이름 접미사를 입력합니다.

대상 볼륨 이름을 생성하기 위해 소스 볼륨 이름에 볼륨 이름 접미사가 추가됩니다.

7. SnapLock 볼륨을 생성하는 경우 기본 보존 기간을 지정합니다.

기본 보존 기간은 1일 ~ 70년 또는 Infinite 사이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8. * 선택 사항: * 찾아보기 * 를 클릭한 다음 볼트 정책을 변경합니다.

9. 기존 일정 목록에서 관계의 일정을 선택합니다.

10. * 선택 사항: * 관계 초기화 * 를 선택하여 볼트 관계를 초기화합니다.

11. SnapLock 애그리게이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다음 SnapLock 규정 준수 애그리게이트 또는 SnapLock

엔터프라이즈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합니다.

12.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다음 적절한 계층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13. 선택한 볼륨에 일치하는 레이블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 Validate * 를 클릭합니다.

14. Create * 를 클릭합니다.

결과

대상 볼륨을 생성하도록 선택한 경우 다음 기본 설정으로 DP 유형의 볼륨이 생성됩니다.

• 자동 확장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기본 설정 또는 소스 볼륨 중복 제거 설정에 따라 중복 제거가 설정 또는 해제됩니다.

• 압축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 언어 속성은 소스 볼륨의 언어 특성과 일치하도록 설정됩니다.

대상 볼륨과 소스 볼륨 사이에 볼트 관계가 생성됩니다. 관계를 초기화하기로 선택한 경우 기본 스냅샷 복사본이 대상
볼륨으로 전송됩니다.

관계 업데이트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예약되지 않은 증분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전, 예정된
유지보수 또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려면 수동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볼트 관계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관계를 선택하고 * 운영 * > *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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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 간의 최근 공통 스냅샷 복사본에서 증분 전송을 수행하려면 정책에 따라 * 를 선택합니다.

◦ 스냅샷 복사본 선택 * 을 선택하고 전송할 스냅샷 복사본을 지정합니다.

4. * 선택 사항: * 전송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한하고 최대 전송 속도를 지정하려면 * 전송 대역폭을 * 로
제한합니다.

5. Update * 를 클릭합니다.

6. 세부 정보 * 탭에서 전송 상태를 확인합니다.

관계 삭제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 간의 볼트 관계를 엔드하고 소스에서 스냅샷 복사본을 릴리즈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관계를 해제하면 소스 볼륨의 볼트 관계에 사용되는 기본 스냅샷 복사본이 영구적으로 제거됩니다. 볼트 관계를 다시
작성하려면 CLI(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소스 볼륨에서 재동기화 작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볼트 관계를 삭제할 볼륨을 선택하고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또한 기본 스냅샷 복사본 릴리즈 확인란을 선택하여 소스 볼륨의 볼트 관계에 사용되는 기본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 소스 클러스터에서 릴리스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CLI를 사용하여 소스 볼륨에서 볼트
관계로 생성된 기본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해야 합니다.

관계를 재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정지된 볼트 관계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재개하면 대상 FlexVol 볼륨에 대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이 재개되고 모든 볼트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 전송을 재개할 관계를 선택하고 * 작업 * > * 재개 * 를 클릭합니다.

3. Resume* 창에서 * Resume * 을 클릭합니다.

결과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이 다시 시작됩니다. 관계에 대해 예약된 전송이 있는 경우 다음 일정에서 전송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중지합니다

볼트 관계를 중지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대상 FlexVol 볼륨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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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예약된 데이터 전송을 중지할 관계를 선택하고 * 작업 * > * 정지 * 를 클릭합니다.

3. 정지 * 창에서 * 정지 * 를 클릭합니다.

결과

진행 중인 전송이 없으면 전송 상태가 중지 로 표시됩니다. 전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전송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전송 상태가 정지 상태로 표시됩니다.

• 관련 정보 *

보호 윈도우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 전송을 중단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전송을 중단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 전송을 중지할 관계를 선택하고 * 운영 * > * 중단 * 을 클릭합니다.

3. 작업을 확인하려면 * 예, 전송을 중단하겠습니다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 선택 사항: * 부분적으로 전송된 데이터 유지 * 확인란을 선택하여 대상 볼륨으로 이미 전송된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5. Abort * 를 클릭합니다.

결과

작업이 완료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유휴"로 표시될 때까지 전송 상태가 "중단 중"으로 표시됩니다.

• 관련 정보 *

보호 윈도우

시스템 관리자 - ONTAP 9.7 이전 버전과의 볼트 관계에서 볼륨 복원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소스
데이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스 볼륨 또는 다른 볼륨으로 스냅샷 복사본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를 타겟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소스 스토리지 시스템과 타겟 스토리지 시스템 또는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이 포함된 노드에서 SnapMirror

라이센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는 정상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복원 작업에 선택한 소스 애그리게이트 또는 기타 애그리게이트는 64비트 애그리게이트여야 합니다.

• ONTAP 9.2 이하를 실행하는 클러스터에서 SAML 인증이 활성화된 원격 클러스터로 연결하는 경우 원격
클러스터에서 암호 기반 인증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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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 대해

•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소스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SVM)과 타겟 SVM 간의 소산 관계에 있는 볼륨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 동기화 소스 SVM 간에 볼트 관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 동기화 소스 SVM의 볼륨에서 기본 SVM으로 소산 관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 기본 SVM의 볼륨에서 동기화 소스 SVM의 DP 볼륨으로 볼트 관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볼트 관계를 선택한 다음 * 작업 * > * 복원 * 을 클릭합니다.

3. 복원 * 대화 상자에서 볼트 관계의 소스 볼륨으로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다른 볼륨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다음 상태로 복원하려는 경우… 수행할 작업…

소스 볼륨입니다 a. 소스 볼륨 * 을 선택합니다.

b. 6단계로 이동합니다.

기타 모든 볼륨 Other volume * 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클러스터와
SVM을 선택합니다.

4. 데이터를 새 볼륨으로 복원하거나 기존 볼륨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다음 상태로 복원하려는 경우… 수행할 작업…

새 볼륨 기본 이름을
'destination_SVM_name_destination_volume_name

_' 복원 형식으로 변경하려면 새 이름을 지정한 다음
볼륨의 포함된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합니다.

기존 볼륨 볼륨 선택 * 옵션을 선택합니다.

소스 볼륨 이외의 볼륨이나 일부 데이터가 포함된 읽기
/쓰기 볼륨과 공통 스냅샷 복사본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스 볼륨과 언어 속성이 동일한 볼륨만 나열됩니다.

5. 최신 스냅샷 복사본 또는 복원하려는 특정 스냅샷 복사본을 선택합니다.

6. 확인 확인란을 선택하여 스냅샷 복사본에서 볼륨을 복원합니다.

7. * 선택 사항: * [네트워크 압축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하여 복원 작업 중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8. 복원 * 을 클릭합니다.

◦ 관련 정보 *

보호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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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 복사 및 볼트 관계

System Manager-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미러 및 볼트 관계를 관리합니다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 버전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미러 및
볼트 관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편집, 삭제, 초기화, 업데이트, 정지, 대칭 복사 및 볼트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중단하십시오. 또한 대상 SVM에서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재동기화 또는 역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편집

선택한 정책 또는 스케줄을 수정하여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미러 및 볼트 관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책 또는 스케줄의 매개 변수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스 및 대상 클러스터는 정상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정책 유형을 수정하여 버전에 상관없이 유연한 미러 관계, 볼트 관계, 미러 및 볼트 관계의 관계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수정하려는 대칭 복사 및 볼트 관계를 선택한 다음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관계 편집] * 대화 상자에서 적절한 작업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작업 다음을 수행합니다.

기존 정책을 선택합니다 찾아보기 * 를 클릭한 다음 기존 정책을 선택합니다.

소스 볼륨에 연결된 스냅샷 정책과 일치하는 최대 레이블
수를 갖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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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다음을 수행합니다.

새 정책을 생성합니다 a. Create Policy * 를 클릭합니다.

b. 정책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c. 예약된 전송의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낮음 은 전송 우선 순위가 가장 낮으며 일반적으로
일반 우선 순위 전송 후에 예약됨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순위는 보통으로 설정됩니다.

d.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압축하려면 * 네트워크 압축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 볼트 정책에 대한 SnapMirror 레이블 및 대상 보존
수를 지정합니다.

새 SnapMirror 레이블을 사용하려면 소스 볼륨에
동일한 레이블이 있는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 Create * 를 클릭합니다.

4. 관계의 일정을 지정합니다.

만약… 다음을 수행합니다.

기존 일정을 할당하려고 합니다 찾아보기 * 를 클릭한 다음 기존 일정을 선택합니다.

새 스케줄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a. Create Schedule * 을 클릭합니다.

b. 스케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c.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기본 *

이 옵션을 선택하면 요일, 시간 및 전송 간격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고급 *

이 옵션을 선택하여 cron 스타일 일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 Create * 를 클릭합니다.

일정을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없음 * 을 선택합니다.

5. 확인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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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예약되지 않은 증분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전, 예정된 유지보수 또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려면 수동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러 및 볼트 관계는 초기화되고 SnapMirrored 상태여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미러 관계를 선택한 다음 * 운영 * > *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 간의 최근 공통 스냅샷 복사본에서 증분 전송을 수행하려면 정책에 따라 * 를 선택합니다.

◦ 스냅샷 복사본 선택 * 을 선택하고 전송할 스냅샷 복사본을 지정합니다.

4. 전송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한하려면 * 전송 대역폭 제한 * 을 선택하고 최대 전송 속도를 지정합니다.

5. Update * 를 클릭합니다.

6. 세부 정보 * 탭에서 전송 상태를 확인합니다.

관계 초기화

관계를 생성하는 동안 관계를 초기화하지 않은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초기화할 때 데이터의 전체 베이스라인 전송이 소스
볼륨에서 대상으로 수행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스 및 대상 클러스터는 정상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초기화하려는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선택한 다음 * 작업 * > * 초기화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Initialize * 를 클릭합니다.

4. Protection * 창에서 관계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과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되어 타겟으로 전송됩니다.

이 스냅샷 복사본은 이후의 증분 스냅샷 복사본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대상 SVM에서 관계를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대상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서 미러링 및 소산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생성하면 소스 볼륨에서 대상 볼륨으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스 볼륨의 백업을 생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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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장기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타겟 클러스터에서 ONTAP 8.3.2 이상이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에서 SnapMirror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일부 플랫폼의 경우 대상 클러스터에 SnapMirror 라이센스 및 DPO(데이터 보호 최적화)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소스 클러스터에 SnapMirror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는 정상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대상 SVM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소스 애그리게이트와 대상 애그리게이트는 64비트 애그리게이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읽기/쓰기(RW) 유형의 소스 볼륨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 SnapLock 집계 유형은 같아야 합니다.

• ONTAP 9.2 이하를 실행하는 클러스터에서 SAML 인증이 활성화된 원격 클러스터로 연결하는 경우 원격
클러스터에서 암호 기반 인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System Manager는 계단식 관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대상 볼륨은 다른 관계의 소스 볼륨이 될 수 없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동기화 소스 SVM과 동기화 대상 SVM 간에 미러링 및 소산 관계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 동기화 소스 SVM 간에 미러 및 소산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동기화 소스 SVM의 볼륨에서 데이터 지원 SVM의 볼륨으로 미러 및 소산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지원 SVM의 볼륨에서 동기화 소스 SVM의 DP 볼륨으로 미러 및 소산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최대 25개의 볼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관계 * 창에서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3. SVM * 찾아보기 대화 상자에서 타겟 볼륨의 SVM을 선택합니다.

4. [보호 관계 작성] * 대화 상자의 [관계 유형 *] 드롭다운 목록에서 * [미러] 및 [볼트 *]를 선택합니다.

5. 클러스터, SVM 및 소스 볼륨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전 버전의 ONTAP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만 나열됩니다.

지정된 클러스터에서 ONTAP 9.3 이상이 실행 중인 경우 피어링된 SVM 및 허용된 SVM이 나열됩니다.

6. 볼륨 이름 접미사를 입력합니다.

대상 볼륨 이름을 생성하기 위해 소스 볼륨 이름에 볼륨 이름 접미사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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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선택 사항: * 찾아보기 * 를 클릭한 다음 미러 및 볼트 정책을 변경합니다.

소스 볼륨에 연결된 스냅샷 정책과 일치하는 최대 레이블 수를 갖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기존 일정 목록에서 관계의 일정을 선택합니다.

9. * 선택 사항: * 관계 초기화 * 를 선택하여 관계를 초기화합니다.

10. FabricPool 지원 애그리게이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다음 적절한 계층화 정책을 선택합니다.

11. 선택한 볼륨에 일치하는 레이블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 Validate * 를 클릭합니다.

12. Create * 를 클릭합니다.

관계를 재동기화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이전에 파손된 미러 및 볼트 관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하여 소스 볼륨을 비활성화한 재재해에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스 및 타겟 클러스터와 소스 및 타겟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이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면 대상 볼륨의 컨텐츠가 소스의 컨텐츠로 덮어쓰여집니다.

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면 기본 스냅샷 복제본이 생성된 후 대상 볼륨에 기록된 최신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 보호 창의 마지막 전송 오류 필드에서 재동기화 작업을 권장하는 경우 먼저 관계를 끊은 다음 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재동기화하려는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선택한 다음 * 작업 * > * 재동기화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재동기화 * 를 클릭합니다.

관계를 다시 동기화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이전에 손상된 미러 및 볼트 관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역방향 재동기화 작업에서는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의 기능이 반전됩니다. 소스를 복구 또는
교체하고 소스를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의 원래 구성을 다시 설정하는 동안 대상 볼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스 볼륨이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역방향 재동기화를 수행하면 소스 볼륨의 컨텐츠가 대상 볼륨의 컨텐츠로 덮어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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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면 소스 볼륨에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 역재동기화를 수행하면 관계 정책이 MirrorAndVault로 설정되고 스케줄이 None으로 설정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대칭 복사하려는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선택한 다음 * 작업 * > * 역재동기화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역방향 재동기화 * 를 클릭합니다.

관계 끊기

소스 볼륨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이 대상 볼륨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하려는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소스 볼륨을 복구 또는 교체하고 소스 볼륨을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의 원래 구성을 다시
설정하는 동안 대상 볼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미러 및 볼트 관계가 중지 상태 또는 유휴 상태여야 합니다.

• 대상 볼륨은 대상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마운트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ONTAP 시스템과 SolidFire 스토리지 시스템 간의 미러 관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분리하려는 대칭 복사 및 볼트 관계를 선택한 다음 * 작업 * > * 분리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Break * (휴식 *)를 클릭합니다.

결과

대칭 복사 및 볼트 관계가 손상되었습니다. 타겟 볼륨 유형이 데이터 보호(DP)에서 읽기 전용으로 읽기/쓰기로
변경됩니다. 시스템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러 및 볼트 관계의 기본 스냅샷 복사본을 저장합니다.

관계를 재개합니다

중지된 미러 및 볼트 관계가 있는 경우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재개하면 대상 볼륨에 대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이 재개되고 모든 보호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작업에 대해

CLI(Command-Line Interface)에서 손상된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중지했다면 System Manager에서 관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CLI를 사용하여 관계를 재개해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재개할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선택한 다음 * 작업 * > * 재개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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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Resume * 을 클릭합니다.

결과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이 다시 시작됩니다. 관계에 대해 예약된 전송이 있는 경우 다음 일정에서 전송이 시작됩니다.

관계 삭제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 간의 미러 및 소산 관계를 종료 하고 소스
볼륨에서 스냅샷 복사본을 릴리즈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 관계를 삭제하기 전에 미러와 볼트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관계를 다시 생성하려면 CLI(Command-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소스 볼륨에서 재동기화 작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삭제할 대칭 복사 및 볼트 관계를 선택하고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또한 기본 스냅샷 복사본 릴리즈 확인란을 선택하여 소스 볼륨의 미러 및 소산 관계에 사용되는 기본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릴리즈되지 않은 경우 소스 클러스터에서 릴리즈 작업을 실행하려면 CLI를 사용하여 소스 볼륨에서 미러 및
소산 관계에 대해 생성한 기본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해야 합니다.

결과

관계가 삭제되고 소스 볼륨의 기본 스냅샷 복사본이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관계를 중지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대상 볼륨을 정지하여 스냅샷 복사본을 생성하기 전에 대상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지 작업을 수행하면 활성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며 미러 및 볼트
관계에 대한 향후 전송이 비활성화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러와 볼트 관계는 스냅미러 상태여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정지할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선택한 다음 * 작업 * > * 정지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정지 * 를 클릭합니다.

결과

진행 중인 전송이 없으면 전송 상태가 중지 로 표시됩니다. 전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전송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전송 상태가 정지 상태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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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자-ONTAP 9.7 이전 버전과의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중단합니다

데이터 전송을 중지하려면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
)을 사용하여 볼륨 복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업데이트, 수동 업데이트 또는 초기
데이터 전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 전송을 중지할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선택한 다음 * 운영 * > * 중단 * 을 클릭합니다.

3. 작업을 확인하려면 * 예, 전송을 중단하겠습니다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 선택 사항: * 부분적으로 전송된 데이터 유지 * 확인란을 선택하여 대상 볼륨으로 이미 전송된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5. Abort * 를 클릭합니다.

결과

작업이 완료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유휴"로 표시될 때까지 전송 상태가 "중단 중"으로 표시됩니다.

시스템 관리자-ONTAP 9.7 이전 버전을 사용하여 미러 및 볼트 관계의 볼륨을 복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소스
데이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스 볼륨 또는 다른 볼륨으로 스냅샷 복사본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를 타겟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소스 클러스터와 타겟 클러스터 또는 소스 볼륨과 타겟 볼륨이 포함된 노드에서 SnapMirror 라이센스 및
SnapVault 라이센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는 정상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복원 작업에 선택한 소스 애그리게이트 또는 기타 애그리게이트는 64비트 애그리게이트여야 합니다.

• ONTAP 9.2 이하를 실행하는 클러스터에서 SAML 인증이 활성화된 원격 클러스터로 연결하는 경우 원격
클러스터에서 암호 기반 인증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MetroCluster 구성에서는 소스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SVM)과 타겟 SVM 간의 미러 및 소산 관계에 있는 볼륨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설정에 대해 대칭 복사 및 볼트 관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 MetroCluster 구성에서 동기식 소스 SVM 간에 사용

◦ 동기화 소스 SVM의 볼륨에서 기본 SVM으로

◦ 기본 SVM의 볼륨에서 동기화 소스 SVM의 DP 볼륨으로 이동합니다

단계

1. 보호 * > * 볼륨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복원하려는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선택한 다음 * 작업 * > * 복원 * 을 클릭합니다.

3. Restore * 대화 상자에서 관계의 소스 볼륨으로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다른 볼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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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다음 상태로 복원하려는 경우… 수행할 작업…

소스 볼륨입니다 a. 소스 볼륨 * 을 선택합니다.

b. 6단계로 이동합니다.

기타 모든 볼륨 Other volume * 을 선택한 다음 클러스터와 SVM을
선택합니다.

4. 데이터를 새 볼륨 또는 기존 볼륨으로 복원:

데이터를 다음 상태로 복원하려는 경우… 수행할 작업…

새 볼륨 "destination_SVM_name_destination_volume_nam

e_restore" 형식으로 표시되는 기본 이름을 변경하려면
새 이름을 지정한 다음 해당 볼륨의 포함된
애그리게이트를 선택합니다.

기존 볼륨 볼륨 선택 * 옵션을 선택합니다.

소스 볼륨 이외의 볼륨이나 일부 데이터가 포함된 읽기
/쓰기 볼륨과 공통 스냅샷 복사본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스 볼륨과 언어 속성이 동일한 볼륨만 나열됩니다.

5. 최신 스냅샷 복사본 또는 복원하려는 특정 스냅샷 복사본을 선택합니다.

6. 확인 확인란을 선택하여 스냅샷 복사본에서 볼륨을 복원합니다.

7. * 선택 사항: * [네트워크 압축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하여 복원 작업 중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8. 복원 * 을 클릭합니다.

System Manager 및 ONTAP 9.7 이하를 사용한 보호 윈도우

보호 창을 ONTAP System Manager 클래식(ONTAP 9.7 이하 버전에서 사용 가능)과 함께
사용하여 미러 관계, 볼트 관계,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생성 및 관리하고 이러한 관계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호 창에는 로드 공유(LS) 관계 및 전환 데이터 보호(TDP) 관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대상 볼륨에서 미러 관계, 볼트 관계 또는 미러 및 볼트 관계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보호 관계 작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System Manager에서 보호 관계 생성 대화 상자에 DR(재해 복구)용으로 구성된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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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일정 및 정책을 편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보호 관계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볼트 관계, 미러 및 볼트 관계 또는 버전에 상관없이 유연한 미러 관계의 경우 정책 유형을 수정하여 관계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삭제 *

관계를 삭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보호 관계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운영 *

보호 관계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표시합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보호 관계 목록

• * 소스 스토리지 가상 머신 *

데이터가 미러링되거나 관계를 저장되어 있는 볼륨을 포함하는 SVM을 표시합니다.

• * 소스 볼륨 *

데이터를 미러링하거나 관계를 저장할 볼륨을 표시합니다.

• * 대상 볼륨 *

데이터를 미러링하거나 관계를 저장할 볼륨을 표시합니다.

• * 은(는) 건강합니다 *

관계가 정상 상태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개체 유형 *

볼륨, FlexGroup 또는 SVM과 같은 개체 유형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 * 관계 상태 *

SnapMirrored, Uninitialized 또는 Broken Off와 같은 관계 상태를 표시합니다.

• * 전송 상태 *

관계 상태를 표시합니다.

• * 관계 유형 *

대칭 복사, 볼트, 대칭 복사, 볼트와 같은 관계 유형을 표시합니다.

• * 지연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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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시간은 현재 시간과 타겟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전송된 마지막 스냅샷 복사본의 타임 스탬프의 차이입니다.

지연 시간은 소스 및 대상 시스템의 시계가 동기화되지 않는 한 항상 마지막으로 성공한 전송 기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시간대 차이는 지연 시간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 정책 이름 *

관계에 할당된 정책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정책 유형 *

관계에 할당된 정책 유형을 표시합니다. 정책 유형은 StrictSync, Sync, Asynchronous Mirror, Asynchronous

Vault 또는 Asynchronous Mirror Vault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영역

• * 세부 정보 탭 *

소스 클러스터 및 타겟 클러스터, 데이터 전송 속도, 관계 상태, 네트워크 압축률에 대한 세부 정보, 데이터 전송
상태, 현재 데이터 전송 유형, 마지막 데이터 전송 유형, 최신 스냅샷 복사본, 및 최신 스냅샷 복사본의
타임스탬프입니다.

• * 정책 세부 정보 탭 *

선택한 보호 관계에 할당된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탭에는 지정된 레이블과 일치하는 소스 볼륨의
SnapMirror 레이블 및 스냅샷 복사본 스케줄이 표시됩니다.

• Snapshot 복사본 탭 *

선택한 보호 관계에 대한 SnapMirror 레이블 속성이 있는 스냅샷 복사본의 수와 최신 스냅샷 복사본의
타임스탬프를 표시합니다.

System Manager와 SVM 관계 - ONTAP 9.7 이전 버전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SVM 간에
미러 관계와 미러 및 소산 관계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DR(재해 복구)은 SVM의 구성요소 볼륨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하고 SVM 구성을 복구하여 SVM

레벨에서 재해 복구 기능을 제공합니다.

SVM 관계 생성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VM 관계를 생성하여 소스 SVM에서 타겟 SVM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SVM 관계를 생성하면 소스 SVM 및 타겟 SVM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재해로부터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대상 클러스터와 소스 클러스터는 ONTAP 9.5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 타겟 클러스터가 MetroCluster 구성에 없어야 합니다.

• System Manager 9.6부터 패브릭 풀은 지원됩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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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 * > * SVM 관계 * > * 생성 * 을 클릭합니다.

2. SVM 관계 유형 * 목록에서 SVM 관계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소스 스토리지 가상 머신 * 창에서 클러스터와 SVM을 선택합니다.

4. * 선택 사항: * 필요한 권한이 없는 SVM을 보려면 * 소스 클러스터로 이동하여 * 를 클릭한 다음 필요한 권한을
제공합니다.

5. 대상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 창에서 대상 클러스터에 생성할 SVM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6. 소스 SVM 구성을 복사할 옵션을 선택합니다.

7. * 선택 사항: * 를 클릭합니다 * 보호 정책 및 보호 스케줄을 업데이트하고 Aggregate를 선택한 다음 보호 관계를
초기화합니다.

8. Save * 를 클릭하여 SVM 관계를 생성합니다.

SVM 관계: 요약 창이 표시됩니다.

9. 완료 * 를 클릭하여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SVM 관계 편집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VM 관계의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SVM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수정할 SVM 관계를 선택하고 * Edit * 를 클릭합니다.

3. SVM 관계 유형을 선택합니다.

ONTAP 9.3 이전에 SVM 관계를 생성한 경우 SVM 관계 유형을 미러에서 미러로 변경하고 볼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필요에 따라 보호 정책, 보호 일정 및 소스 SVM 구성을 복사하는 옵션을 수정합니다.

5.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SVM 관계 관리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SVM 관계 초기화, SVM 관계 업데이트, 대상 SVM 활성화, 소스 SVM에서 데이터
재동기화, 대상 SVM에서 데이터 재동기화, 소스 SVM 재활성화 등 SVM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 SVM 관계를 초기화하려면 소스 및 타겟 클러스터가 양호한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SVM 관계를 업데이트하려면 SVM 관계가 초기화되고 SnapMirrored 상태여야 합니다.

• 소스 SVM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대상 SVM에서 데이터 재동기화(역방향 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SVM 관계를 생성하면서 소스 SVM 구성을 복제하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 SVM 관계를 활성화하려면 소스 SVM을
중지해야 합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에서 SnapMirror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소스 클러스터와 대상 클러스터는 정상 피어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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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클러스터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소스 SVM에는 SVM 피어링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SVM 관계를 중단하여 타겟 SVM을 활성화하고, 소스 SVM에서 재동기화하며, 타겟 SVM에서 재동기화(역방향
재동기화)하고, 소스 SVM을 재활성화해야 합니다.

• 소스 SVM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SVM 역방향 관계가 존재하고 SnapMirrored 상태여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SVM 관계 * 를 클릭합니다.

2. SVM 관계를 선택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원하는 작업 다음을 수행합니다.

SVM 관계 초기화 a. Operations * > * Initialize * 를 클릭합니다.

Initialize(초기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b. Initialize * 를 클릭합니다.

SVM 관계 업데이트 a. 운영 * > * 업데이트 * 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b. Update * 를 클릭합니다.

대상 SVM을 활성화하려면 예약된 SnapMirror 전송을
중지하고, 진행 중인 SnapMirror 전송을 중단하고,

SVM 관계를 끊은 다음, 대상 SVM을 시작해야 합니다.

a. 운영 * > * 대상 SVM 활성화 * 를 클릭합니다.

Activate Destination SVM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b. OK를 선택하여 대상 SVM을 활성화하고 관계 *

확인란을 지웁니다.

c. Activate * 를 클릭합니다.

소스 SVM에서 데이터 재동기화 재동기화 작업은 SVM

구성의 재기준을 수행합니다. 소스 SVM에서 다시
동기화하여 두 SVM 간에 손상된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동기화가 완료되면 타겟 SVM은 소스
SVM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며 추가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 운영 * > * 소스 SVM에서 재동기화 * 를 클릭합니다.

소스 SVM에서 재동기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b. OK를 선택하여 대상 SVM * 확인란의 최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c. 재동기화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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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다음을 수행합니다.

대상 SVM에서 데이터 재동기화(역방향 재동기화) 대상
SVM에서 재동기화하여 두 SVM 간에 새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중에 타겟 SVM은 소스 SVM과
함께 계속해서 데이터를 서브하면서 타겟 SVM의 구성
및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a. 작업 * > * 대상 SVM에서 재동기화(역재동기화) *

를 클릭합니다.

대상 SVM에서 재동기화(역재동기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b. SVM이 여러 개의 관계가 있는 경우 * This SVM

has multiple 관계로 있음, OK to release to other

관계는 여러 개 있음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 OK를 선택하여 소스 SVM * 확인란의 새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d. 역방향 재동기화 * 를 클릭합니다.

소스 SVM을 다시 활성화하면 소스 SVM을 다시
활성화하여 소스 SVM과 타겟 SVM 간의 SVM 관계를
보호하고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SVM 관계를
생성하면서 소스 SVM 구성을 복사하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 타겟 SVM이 데이터 처리를 중지합니다.

a. Operations * > * Reactivate Source SVM * 을
클릭합니다.

소스 SVM 재활성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b. 대상 SVM에 대한 재활성화를 시작하려면 * Initiate

Reactivation * 을 클릭합니다.

c. 완료 * 를 클릭합니다.

SVM 관계 창

SVM 관계 창을 사용하여 미러 관계를 생성 및 관리하고 SVM 간 관계를 미러링 및 소산 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미러 관계를 생성하거나 타겟 볼륨에서 미러 및 소산 관계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SVM 재해 복구 페이지를
엽니다.

• * 편집 *

관계의 일정 및 정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미러 및 볼트 관계 또는 버전에 상관없이 유연한 미러 관계의 경우 정책 유형을 수정하여 관계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삭제 *

관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운영 *

에서는 다음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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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화 *

SVM 관계를 초기화하여 소스 SVM에서 타겟 SVM으로 기본 전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업데이트 *

소스 SVM에서 타겟 SVM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 대상 SVM 활성화 *

대상 SVM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 소스 SVM에서 재동기화 * 를 참조하십시오

끊어진 관계의 재동기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대상 SVM에서 재동기화(역재동기화) *

대상 SVM에서 소스 SVM으로 관계를 재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 * 소스 SVM 재활성화 *

소스 SVM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SVM 관계 목록

• * 소스 스토리지 가상 머신 *

데이터가 미러링되고 관계를 유지하는 볼륨이 포함된 SVM을 표시합니다.

• * 대상 스토리지 가상 머신 *

데이터가 미러링되고 관계를 저장되어 있는 볼륨을 포함하는 SVM을 표시합니다.

• * 은(는) 건강합니다 *

관계가 정상 상태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관계 상태 *

SnapMirrored, Uninitialized 또는 Broken Off와 같은 관계 상태를 표시합니다.

• * 전송 상태 *

관계 상태를 표시합니다.

• * 관계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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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 복사, 대칭 복사, 볼트와 같은 관계 유형을 표시합니다.

• * 지연 시간 *

지연 시간은 현재 시간과 타겟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전송된 마지막 스냅샷 복사본의 타임 스탬프의 차이입니다.

지연 시간은 소스 및 대상 시스템의 시계가 동기화되지 않는 한 항상 마지막으로 성공한 전송 기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시간대 차이는 지연 시간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 정책 이름 *

관계에 할당된 정책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정책 유형 *

관계에 할당된 정책 유형을 표시합니다. 정책 유형은 StrictSync, Sync, Asynchronous Mirror, Asynchronous

Vault 또는 Asynchronous Mirror Vault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영역

• * 세부 정보 탭 *

소스 클러스터 및 타겟 클러스터, SVM과 관련된 보호 관계, 데이터 전송 속도, 관계 상태, 네트워크 압축률에 대한
세부 정보, 데이터 전송 상태, 현재 데이터 전송 유형, 마지막 데이터 전송 유형 등 선택한 관계에 대한 일반 정보를
표시합니다. 최신 스냅샷 복사본, 최신 스냅샷 복사본의 타임스탬프, ID 보호 상태 및 보호된 볼륨 수입니다.

• * 정책 세부 정보 탭 *

선택한 보호 관계에 할당된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보호 정책을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여 보호 정책을
생성,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호 정책을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레벨 비동기식 미러 정책, 볼트 정책 또는 미러 및 볼트 정책을 생성하고 이러한
정책을 클러스터 레벨 데이터 보호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보호 정책 * 을 클릭합니다.

2. Create * 를 클릭합니다.

3. Create Policy * 대화 상자에서 만들려는 정책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정책 이름 및 전송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다.

낮음이란 전송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음을 나타냅니다. 우선 순위가 낮은 전송은 일반적으로 일반 우선 순위 전송 후에
예약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송 우선 순위는 보통으로 설정됩니다.

5. * 선택 사항: * 데이터 전송 중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압축하려면 * 네트워크 압축 사용 *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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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선택 사항: * 비동기식 미러 정책의 경우 * 모든 소스 스냅샷 복사본 전송 * 확인란을 선택하여 소스 볼륨의 모든
스냅샷 복사본을 백업하는 미러 정책에 "'all_source_snapshots" 규칙을 포함시킵니다.

7. * 선택 사항: * 정책에 대한 추가 설명을 추가하려면 * 의견 추가 * 를 클릭합니다.

8. 볼트 정책 또는 미러 볼트 정책의 경우 SnapMirror 레이블과 대상 보존 수를 지정합니다.

9. Create * 를 클릭합니다.

보호 정책 창

보호 정책 창을 사용하여 미러, 볼트 및 미러 볼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생성, 관리 및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미러, 볼트 또는 미러 볼트 정책을 작성할 수 있는 정책 작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정책을 편집할 수 있는 정책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정책을 삭제할 수 있는 정책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보호 정책 목록

• * 이름 *

보호 정책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 유형 *

볼트, 볼트, 비동기식 미러일 수 있는 정책 유형을 표시합니다.

• * 설명 *

정책에 지정된 설명을 표시합니다.

• * 전송 우선순위 *

보통 또는 낮음과 같은 데이터 전송 우선 순위를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 * 정책 세부 정보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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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생성한 사용자, 규칙 수, 보존 수 및 네트워크 압축 상태와 같은 보호 정책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 정책 규칙 탭 *

정책에 적용되는 규칙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정책 규칙 탭은 선택한 정책에 규칙이 포함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System Manager - ONTAP 9.7 이하를 사용하여 스냅샷 정책을 관리합니다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의 기존 방식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스냅샷 정책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정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볼륨에 적용할 경우 스냅샷 정책은 스냅샷 복사본이 생성되는 일정을 지정하고 각 일정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스냅샷
복사본 수를 지정합니다. 스냅샷 정책에는 최대 5개의 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볼트 관계의 경우 SnapMirror 레이블 속성을 사용하여 소스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을 선택합니다. 볼트 정책 규칙에
구성된 라벨이 있는 스냅샷 복사본만 백업 볼트 작업에 복제됩니다. 소스 볼륨에 할당된 스냅샷 정책에는 SnapMirror

레이블 특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냅샷 정책 생성

System Manager에서 스냅샷 정책을 생성하여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최대 스냅샷 복사본의 수와 생성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스냅샷 정책 * 을 클릭합니다.

2. Create * 를 클릭합니다.

3. 스냅샷 정책 생성 * 대화 상자에서 정책 이름을 지정합니다.

4. 추가 * 를 클릭하고 일정 이름, 유지할 스냅샷 복사본의 최대 수 및 SnapMirror 레이블 이름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스케줄에 따라 보존할 수 있는 스냅샷 복사본의 최대 수는 254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OK * 를 클릭한 다음 * Create * 를 클릭합니다.

스냅샷 정책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의 스냅샷 정책 편집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예약 이름, SnapMirror 레이블 또는 생성되는 최대 스냅샷
복사본 수와 같은 기존 스냅샷 정책의 세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보호 * > * 스냅샷 정책 * 을 클릭합니다.

2. Snapshot Policies * 창에서 수정할 스냅샷 정책을 선택하고 * Edit * 를 클릭합니다.

3. 스냅샷 정책 편집 * 대화 상자에서 수정할 일정을 선택하고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4. 확인 * 을 클릭합니다.

5. 스냅샷 정책 편집 *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스냅샷 정책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 저장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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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 정책을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스냅샷 정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볼륨에서 사용 중인 스냅샷 정책을
삭제하면 삭제된 정책에 따라 볼륨 또는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냅샷 정책을 사용하는 각 볼륨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단계

1. 보호 * > * 스냅샷 정책 * 을 클릭합니다.

2. 스냅샷 정책을 선택하고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스냅샷 정책 창

스냅샷 정책 창을 사용하여 스냅샷 정책 추가, 편집, 삭제 등의 스냅샷 정책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백업 일정을 추가하고 정책에 보존할 최대 스냅샷 복사본 수를 지정할 수 있는 스냅샷 정책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스냅샷 복사본 생성 빈도 및 유지할 스냅샷 복사본의 최대 수를 수정할 수 있는 스냅샷 정책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선택한 스냅샷 정책을 삭제할 수 있는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다른 것으로 보기 *

스냅샷 정책을 목록 또는 트리로 볼 수 있습니다.

• * 상태 *

선택한 스냅샷 정책을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스냅샷 정책 목록입니다

• * 정책/일정 이름 *

스냅샷 정책의 이름과 정책의 일정을 지정합니다.

• * 스토리지 가상 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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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 복사본이 속할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SVM)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상태 *

스냅샷 정책의 상태를 Enabled 또는 Disabled로 지정합니다.

• * 보존할 최대 스냅샷 *

보존할 최대 스냅샷 복사본 수를 지정합니다.

• * SnapMirror 레이블 *

백업 스케줄에 따라 생성된 스냅샷 복사본의 SnapMirror 레이블 속성 이름을 지정합니다.

System Manager로 스케줄 관리 - ONTAP 9.7 이하

ONTAP ONTAP 9.7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System Manager 클래식 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스케줄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생성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면 특정 시간이나 정기적으로 작업을 실행하도록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MetroCluster 구성에서 일정을 생성하는 경우 정상 작동하는 사이트의 클러스터에서 동일한 일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1. Protection * > * Schedules * 를 클릭합니다.

2. Create * 를 클릭합니다.

3. Create Schedule * 대화 상자에서 스케줄 이름을 지정합니다.

4. 요구 사항에 따라 일정을 작성합니다.

만들려는 경우… 수행할 작업…

특정 요일의 일별 또는 특정 일정 기본 * 을 선택하고 일정 및 반복 세부 정보(시간 및 분
)를 지정합니다.

특정 간격으로 실행되는 스케줄입니다 간격 * 을 선택하고 일정 및 반복 세부 정보(일, 시간 및
분 단위)를 지정합니다.

특정 기간에 실행되는 스케줄입니다 고급 * 을 선택하고 일정 및 반복 세부 정보(월, 일, 요일,

시, 분)를 지정합니다.

5. Create *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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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편집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이전에 생성한 cron 일정 또는 필요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정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복 일 및 시간, 간격 옵션 및 고급 cron 옵션과 같은 일정 세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MetroCluster 구성에서 일정을 편집할 때는 정상적인 사이트 클러스터에서 동일한 일정을 편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1. Protection * > * Schedules * 를 클릭합니다.

2. 수정할 일정을 선택하고 * 편집 * 을 클릭합니다.

3. [일정 편집] * 대화 상자에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여 일정을 수정합니다.

일정 옵션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기본 반복 요일 및 반복 일정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간격 간격 옵션을 일, 시간 및 분으로 지정합니다.

고급 월, 일, 주(해당되는 경우), 시간 및 분 단위로 고급 cron

옵션을 지정합니다.

4. 확인 * 을 클릭합니다.

일정을 삭제합니다

System Manager를 사용하여 특정 스토리지 관리 작업을 실행하는 스케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Protection * > * Schedules * 를 클릭합니다.

2. 삭제할 일정을 선택하고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3.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일정을 관리합니다

지정된 스케줄에 따라 실행되도록 여러 작업(예: 볼륨 스냅샷 복사본 및 미러 복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스케줄에서 실행되는 스케줄은 UNIX "cron" 스케줄과 유사하기 때문에 _cron_schedules 라고 합니다. 일정 간격으로
실행되는 스케줄을 _INTERVAL_schedules 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cron 일정 또는 간격 일정을 생성합니다

• 모든 스케줄에 대한 정보 표시

• cron 일정 또는 간격 일정을 수정합니다

• cron 일정 또는 간격 일정을 삭제합니다

378



실행 중인 작업에서 현재 사용 중인 스케줄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클러스터 관리자는 모든 스케줄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창

스케줄 창을 사용하여 스케줄 생성, 정보 표시, 수정 및 삭제 등의 예약된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령 버튼

• * 생성 *

시간 기반 및 간격 일정을 생성할 수 있는 일정 생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편집 *

선택한 스케줄을 편집할 수 있는 스케줄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삭제 *

선택한 스케줄을 삭제할 수 있는 스케줄 삭제 대화 상자를 엽니다.

• * 새로 고침 *

창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스케줄 목록

• * 이름 *

스케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 유형 *

스케줄 - 시간 기반 또는 간격 기반 유형을 지정합니다.

세부 정보 영역

세부 정보 영역에는 선택한 일정이 실행되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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