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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P 관리 인터페이스의 기본 사항

CLI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클러스터 관리자만 해당)

직렬 포트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합니다

노드의 시리얼 포트에 연결된 콘솔에서 클러스터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콘솔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시스템이 로그인 프롬프트로 응답합니다.

2. 로그인 프롬프트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는 방법 다음 계정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기본 클러스터 계정입니다 ' * admin * '

대체 관리 사용자 계정입니다 'username'

시스템이 암호 프롬프트로 응답합니다.

3. admin 또는 administrative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SSH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합니다

클러스터에 SSH 요청을 실행하여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SH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필요한 것

• 'sh’를 액세스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구성된 사용자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를 클릭합니다 -application 의 매개 변수입니다 security login 명령은 사용자 계정에 대한 액세스

방법을 지정합니다. 를 클릭합니다 security login https://["Man 페이지"^] 추가 정보를 포함합니다.

• AD(Active Directory) 도메인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는 경우 CIFS 지원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을 통해 클러스터의 인증 터널을 설정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D 도메인 사용자 계정도 액세스 방법으로
"sh"를 사용하고 인증 방법으로 "domain"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 IPv6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IPv6가 이미 클러스터에서 구성 및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방화벽 정책이 이미 IPv6
주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network options ipv6 show 명령을 실행하면 IPv6의 활성화 여부가 표시됩니다. 'system services firewall policy
show' 명령은 방화벽 정책을 표시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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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SH 5.7 이상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SSH v2 프로토콜만 지원되며 SSH v1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ONTAP는 노드당 최대 64개의 동시 SSH 세션을 지원합니다.

클러스터 관리 LIF가 노드에 상주하는 경우 이 제한을 노드 관리 LIF와 공유합니다.

들어오는 연결의 비율이 초당 10보다 높을 경우 서비스가 60초 동안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 ONTAP는 SSH에 대해 AES 및 3DES 암호화 알고리즘(_ciphers _ 라고도 함)만 지원합니다.

AES는 키 길이가 128, 192 및 256비트인 경우 지원됩니다. 3DES는 원래 DES와 마찬가지로 키 길이가
56비트이지만 세 번 반복됩니다.

• FIPS 모드가 켜져 있는 경우 SSH 클라이언트는 연결이 성공할 수 있도록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ECDSA) 공개 키 알고리즘과 협상해야 합니다.

• Windows 호스트에서 ONTAP CLI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PuTTY와 같은 타사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AD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 ONTAP에 로그인하는 경우 ONTAP에서 AD 사용자 이름과 도메인 이름을
만들 때 사용한 대문자나 소문자를 동일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AD 사용자 이름과 도메인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ONTAP 사용자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ONTAP에서 생성된 사용자 이름과 AD에서 생성된 사용자 이름 간의 케이스 불일치로 인해 로그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SSH 인증 옵션

• ONTAP 9.3부터 가능합니다 "SSH 다단계 인증 지원" 로컬 관리자 계정의 경우.

SSH 다단계 인증을 사용하면 공개 키와 암호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 ONTAP 9.4부터 가능합니다 "SSH 다단계 인증 지원" LDAP 및 NIS 원격 사용자의 경우

• ONTAP 9.13.1 부터는 선택적으로 SSH 인증 프로세스에 인증서 유효성 검사를 추가하여 로그인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X.509 인증서를 공개 키와 연결합니다" 계정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SSH 공개 키와 X.509
인증서를 모두 사용하여 SSH에 로그인하는 경우 ONTAP는 SSH 공개 키로 인증하기 전에 X.509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인증서가 만료되거나 해지되고 SSH 공개 키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면 SSH 로그인이
거부됩니다.

단계

1. 관리 호스트에서 'sh' 명령을 다음 형식 중 하나로 입력합니다.

◦ '* ssh_username@hostname_or_ip_[command] *'

◦ '* ssh-l_username hostname_or_ip_[command] * '

AD 도메인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username'을 'domainname\\AD_accountname'(도메인 이름 뒤에 이중
백슬래시를 사용하여) 또는 '"domainname\AD_accountname"'(큰따옴표로 묶고 도메인 이름 뒤에 백슬래시를 하나씩
붙여야 합니다) 형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hostname_or_ip'은 클러스터 관리 LIF 또는 노드 관리 LIF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클러스터 관리 LIF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Pv4 또는 IPv6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H-Interactive 세션에는 'comman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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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 요청의 예

다음 예에서는 사용자 계정 ""Joe""가 클러스터 관리 LIF가 10.72.137.28인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는 SSH 요청을
발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ssh joe@10.72.137.28

Password:

cluster1::> cluster show

Node                  Health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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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1                 true    true

node2                 true    true

2 entries were displayed.

$ ssh -l joe 10.72.137.28 cluster show

Password:

Node                  Health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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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1                 true    true

node2                 true    true

2 entries were displayed.

다음 예에서는 "DOMAIN1" 도메인의 사용자 계정 ""John""이 클러스터 관리 LIF가 10.72.137.28인 클러스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SSH 요청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ssh DOMAIN1\\john@10.72.137.28

Password:

cluster1::> cluster show

Node                  Health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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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1                 true    true

node2                 true    true

2 entries were displayed.

$ ssh -l "DOMAIN1\john" 10.72.137.28 cluster show

Password:

Node                  Health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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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1                 true    true

node2                 true    true

2 entries were displayed.

다음 예에서는 사용자 계정 ""Joe""가 클러스터 관리 LIF가 10.72.137.32인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는 SSH MFA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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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ssh joe@10.72.137.32

Authenticated with partial success.

Password:

cluster1::> cluster show

Node                  Health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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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1                 true    true

node2                 true    true

2 entries were displayed.

관련 정보

"관리자 인증 및 RBAC"

SSH 로그인 보안

ONTAP 9.5부터 이전 로그인에 대한 정보, 로그인 시도 실패 및 마지막으로 성공한 로그인 이후
권한 변경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SSH admin 사용자로 로그인하면 보안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음 조건에 대한 경고가 표시됩니다.

• 계정 이름이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시간입니다.

• 마지막으로 성공한 로그인 이후 실패한 로그인 시도 횟수입니다.

• 마지막 로그인 이후 역할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예: admin 계정의 역할이 "admin"에서 "backup"으로 변경된 경우)

• 마지막 로그인 이후 역할의 추가, 수정 또는 삭제 기능이 수정되었는지 여부

표시된 정보가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보안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로그인할 때 이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필수 구성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ONTAP에서 SSH 사용자 계정을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SSH 보안 로그인을 생성해야 합니다.

• 로그인 시도가 성공해야 합니다.

SSH 로그인 보안에 대한 제한 및 기타 고려 사항

SSH 로그인 보안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및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이 정보는 SSH 기반 로그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DAP/NIS 및 AD 계정과 같은 그룹 기반 관리자 계정의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속한 그룹이 ONTAP에서 관리자
계정으로 할당된 경우 SSH 로그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계정의 역할 변경에 대한 알림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ONTAP에서
admin 계정으로 프로비저닝된 AD 그룹에 속한 사용자는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이후 실패한 로그인 시도 횟수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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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 ONTAP에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면 해당 사용자에 대해 유지되는 정보가 삭제됩니다.

• SSH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접속에 대한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SSH 로그인 보안 정보의 예

다음 예에서는 로그인 후 표시되는 정보의 유형을 보여 줍니다.

• 이 메시지는 로그인에 성공할 때마다 표시됩니다.

Last Login : 7/19/2018 06:11:32

• 마지막으로 성공한 로그인 이후 로그인 시도가 실패한 경우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Last Login : 4/12/2018 08:21:26

Unsuccessful login attempts since last login – 5

• 로그인 시도 실패 및 마지막 로그인 후 권한이 수정된 경우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Last Login : 8/22/2018 20:08:21

Unsuccessful login attempts since last login – 3

Your privileges have changed since last login

클러스터에 대한 Telnet 또는 RSH 액세스를 활성화합니다

최선의 보안 방법으로, Telnet과 RSH는 미리 정의된 관리 방화벽 정책(mGMT)에서
비활성화됩니다. 클러스터가 텔넷 또는 RSH 요청을 수락하도록 설정하려면 텔넷 또는 RSH가
설정된 새 관리 방화벽 정책을 생성한 다음 새 정책을 클러스터 관리 LIF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ONTAP는 미리 정의된 방화벽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미리 정의된 "GMT" 관리 방화벽 정책을 복제한 다음
새 정책에서 텔넷 또는 RSH를 활성화하여 새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Telnet과 RSH는 보안 프로토콜이
아니므로 SSH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SSH는 보안 원격 셸 및 대화형 네트워크
세션을 제공합니다.

클러스터에 대한 텔넷 또는 RSH 액세스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단계

1. 고급 권한 모드(* SET ADVANCED *)로 진입합니다

2. 보안 프로토콜(RSH 또는 TELNET) 사용: (* security protocol modify -application_security_protocol_-enabled
true*)

3. mGMT 관리 방화벽 정책, 즉 `* 시스템 서비스 방화벽 정책 클론-정책 관리-대상-정책_정책-이름_*'을 기반으로 새
관리 방화벽 정책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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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관리 방화벽 정책에서 텔넷 또는 RSH를 활성화합니다. (* 시스템 서비스 방화벽 정책 create-policy_name_-
service_security_protocol_-action allow-ip-list_ip_address/netmask_*) 모든 IP 주소를 허용하려면 '-ip-list
0.0.0.0/0’을 지정해야 합니다

5. 새 정책을 클러스터 관리 LIF: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수정 -vserver_cluster_management_LIF_-lif
cluster_mgmt -firewall_policy_name_ * '과(와) 연계합니다

텔넷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합니다

클러스터에 텔넷 요청을 실행하여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텔넷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

텔넷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텔넷을 액세스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구성된 클러스터 로컬 사용자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보안 로그인' 명령어의 '-application' 파라미터는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접속 방식을 지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안
로그인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Telnet 요청이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나 노드 관리 LIF에서 사용하는 관리 방화벽 정책에서 텔넷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텔넷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서비스 방화벽 정책 show 명령을 -service telnet 매개변수와
함께 실행하면 텔넷이 방화벽 정책에서 활성화되었는지의 여부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서비스 방화벽
정책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IPv6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IPv6가 이미 클러스터에서 구성 및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방화벽 정책이 이미 IPv6
주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network options ipv6 show 명령을 실행하면 IPv6의 활성화 여부가 표시됩니다. 'system services firewall policy
show' 명령은 방화벽 정책을 표시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텔넷은 보안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SSH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SSH는 보안 원격 셸 및 대화형 네트워크 세션을
제공합니다.

• ONTAP는 노드당 최대 50개의 동시 텔넷 세션을 지원합니다.

클러스터 관리 LIF가 노드에 상주하는 경우 이 제한을 노드 관리 LIF와 공유합니다.

들어오는 연결의 비율이 초당 10보다 높을 경우 서비스가 60초 동안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 Windows 호스트에서 ONTAP CLI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PuTTY와 같은 타사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관리 호스트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telnet_hostname_or_ip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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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name_or_ip'은 클러스터 관리 LIF 또는 노드 관리 LIF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클러스터 관리
LIF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Pv4 또는 IPv6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텔넷 요청의 예

다음 예에서는 텔넷 액세스를 사용하여 설정된 ""Joe""라는 사용자가 클러스터 관리 LIF가 10.72.137.28인 클러스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텔넷 요청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dmin_host$ telnet 10.72.137.28

Data ONTAP

login: joe

Password:

cluster1::>

RSH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합니다

RSH 요청을 클러스터에 발행하여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SH는 보안 프로토콜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

RSH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RSH를 액세스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구성된 클러스터 로컬 사용자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보안 로그인' 명령어의 '-application' 파라미터는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접속 방식을 지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안
로그인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RSH 요청이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또는 노드 관리 LIF에서 사용하는 관리 방화벽 정책에서 RSH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RSH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system services firewall policy show 명령을 `-service rsh' 매개
변수와 함께 사용하면 방화벽 정책에서 RSH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서비스
방화벽 정책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IPv6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IPv6가 이미 클러스터에서 구성 및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방화벽 정책이 이미 IPv6
주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network options ipv6 show 명령을 실행하면 IPv6의 활성화 여부가 표시됩니다. 'system services firewall policy
show' 명령은 방화벽 정책을 표시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RSH는 보안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SSH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SSH는 보안 원격 셸 및 대화형 네트워크 세션을
제공합니다.

• ONTAP는 노드당 최대 50개의 동시 RSH 세션을 지원한다.

클러스터 관리 LIF가 노드에 상주하는 경우 이 제한을 노드 관리 LIF와 공유합니다.

7



들어오는 연결의 비율이 초당 10보다 높을 경우 서비스가 60초 동안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단계

1. 관리 호스트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rsh_hostname_or_ip_-l_username:passwordcommand_ *'

'hostname_or_ip'은 클러스터 관리 LIF 또는 노드 관리 LIF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클러스터 관리
LIF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Pv4 또는 IPv6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and'는 RSH를 통해 실행하려는 명령입니다.

RSH 요청의 예

다음 예에서는 RSH 액세스를 사용하여 설정된 ""Joe""라는 사용자가 "cluster show" 명령을 실행하도록 RSH 요청을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dmin_host$ rsh 10.72.137.28 -l joe:password cluster show

Node                  Health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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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1                 true    true

node2                 true    true

2 entries were displayed.

admin_host$

ONTAP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ONTAP 명령줄 인터페이스 사용

ONTAP CLI(Command-Line Interface)는 관리 인터페이스의 명령 기반 뷰를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명령을 입력하면 명령 결과가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CLI 명령 프롬프트는 cluster_name:::>'로 표시됩니다.

권한 수준(즉, 'set' 명령의 '-Privilege' 매개 변수)을 'advanced’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별표(*)가 표시됩니다.

'cluster_name

*>'

CLI 명령에 대한 여러 셸 정보(클러스터 관리자만 해당)

CLI 명령에 대한 다양한 셸 정보 개요(클러스터 관리자만 해당)

클러스터에는 CLI 명령을 위한 clustershell, nodeshell 및 _systemshell_의 세 가지 셸이
있습니다. 쉘은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며 각각 다른 명령 집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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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쉘은 클러스터에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시작되는 네이티브 셸입니다.

클러스터 구성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명령을 제공합니다. 클러스터 쉘의 CLI 도움말(? 로 트리거됨 클러스터 셸
프롬프트에서 사용 가능한 클러스터 셸 명령을 표시합니다. 클러스터 쉘의 man_command_name_ 명령은 지정된
클러스터 쉘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노드 수준에서만 적용되는 명령을 위한 특수 셸입니다.

System node run 명령을 통해 노드 쉘에 액세스할 수 있다.

notes지옥의 CLI 도움말 (? 로 트리거됨 또는 '도움말’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한 노드 지옥의 명령이 표시됩니다.
노드 쉘의 man_command_name_ 명령은 지정된 노드 쉘의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노드 쉘의 명령 및 옵션은 클러스터 쉘에 터널링되거나 별칭되어 클러스터 쉘에서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셸은 진단 및 문제 해결용으로만 사용되는 하위 셸입니다.

시스템 쉘과 관련 "DIAG" 계정은 하위 수준 진단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액세스를 위해서는 진단 권한 수준이
필요하며, 문제 해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지원용으로만 예약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쉘에서 노드 명령 및 옵션 액세스

노드 쉘을 통해 명령 및 옵션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ystem node run – node_nodename_'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노드 쉘의 명령 및 옵션은 클러스터 쉘에 터널링되거나 별칭되어 클러스터 쉘에서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쉘에서 지원되는 노드 쉘은 'vserver options clustershell' 명령을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을 보려면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 'vserver options-vserver_nodename_or_clustername_-option-name'?'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쉘 CLI를
쿼리합니다

• '가상 서버 옵션’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쉘 CLI에서 '가상 서버 옵션' man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클러스터 쉘에 노드 쉘이나 레거시 명령 또는 옵션을 입력하고 명령 또는 옵션에 동일한 클러스터 셸 명령이 있으면
ONTAP에서 사용할 클러스터 셸 명령을 알려줍니다.

클러스터 쉘에서 지원되지 않는 노드 쉘이나 레거시 명령 또는 옵션을 입력하면 ONTAP에서 명령이나 옵션에 대한
""지원되지 않음" 상태를 알려줍니다.

사용 가능한 노드 대체 명령을 표시합니다

CLI 도움말을 사용하여 노드 쉘에서 사용 가능한 노드 쉘의 명령 목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계

1. 노드 쉘에 액세스하려면 클러스터 쉘의 시스템 프롬프트에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시스템 노드 run-node {nodename|lo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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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은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한 노드입니다.

'system node run' 명령에는 'run’이라는 별칭 명령이 있습니다.

2. 노드 쉘에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사용 가능한 노드 쉘 명령 목록을 표시합니다.

"*[CommandName] 도움말 * "

'CommandName'은 표시할 수 있는 명령의 이름입니다. 'CommandName'을 포함하지 않으면 CLI는 사용 가능한
모든 notes지옥명령을 표시합니다.

'exit’를 입력하거나 Ctrl-d를 입력하여 클러스터 쉘 CLI로 돌아갑니다.

사용 가능한 노드 쉘의 명령 표시 예

다음 예에서는 node2라는 노드의 노드 중 노드 쉘에 액세스하여 노드 쉘의 명령 "환경"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cluster1::> system node run -node node2

Type 'exit' or 'Ctrl-D' to return to the CLI

node2> environment help

Usage: environment status |

     [status] [shelf [<adapter>[.<shelf-number>]]] |

     [status] [shelf_log] |

     [status] [shelf_stats] |

     [status] [shelf_power_status] |

     [status] [chassis [all | list-sensors | Temperature | PSU 1 |

     PSU 2 | Voltage | SYS FAN | NVRAM6-temperature-3 | NVRAM6-battery-3]]

CLI 명령 디렉토리 탐색 방법

CLI의 명령은 명령 디렉토리별로 계층 구조로 구성됩니다. 전체 명령 경로를 입력하거나
디렉토리 구조를 탐색하여 계층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LI를 사용하는 경우 프롬프트에 디렉토리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명령 디렉토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렉토리 이름이 프롬프트 텍스트에 포함되어 해당 명령 디렉터리와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명령
계층 구조로 더 자세히 이동하려면 명령 하위 디렉터리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하위
디렉터리 이름이 프롬프트 텍스트에 포함되고 컨텍스트는 해당 하위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전체 명령을 입력하여 여러 명령 디렉토리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에 'storage disk show' 명령을
입력하여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한 번에 하나의 명령 디렉토리를
탐색하여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cluster1::> storage

cluster1::storage> disk

cluster1::storage disk>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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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디렉터리에 고유한 명령을 만드는 명령의 최소 문자 수만 입력하여 명령을 축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예제의 명령을 축약하려면 'st d sh’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Tab 키를 사용하여 약식 명령을 확장하고 기본 매개 변수
값을 비롯한 명령의 매개 변수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top' 명령을 사용하여 명령어 계층구조의 최상위 수준으로 이동하고 'up' 명령이나…' 명령을 사용하여 명령어
계층구조에서 한 단계 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CLI에서 별표(*)가 앞에 오는 명령 및 명령 옵션은 고급 권한 수준 이상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CLI에서 값을 지정하는 규칙입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하나 이상의 필수 매개 변수 또는 선택적 매개 변수가 포함됩니다. 많은 매개
변수는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CLI에서 값을 지정할 때 적용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값은 숫자, 부울 지정자 또는 텍스트 문자열이거나 사전 정의된 값의 열거 목록 중 한 값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매개 변수에는 둘 이상의 값을 쉼표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쉼표로 구분된 값 목록은 따옴표(" ")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텍스트, 공백 또는 쿼리 문자(보다 작음 또는 보다 큰 기호로 시작하는 텍스트나 쿼리가 아닌
경우)를 지정할 때는 항상 엔티티를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 CLI는 물음표(""?")를 해석합니다.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명령에 대한 도움말 정보를 표시합니다.

• 명령 이름, 매개 변수 및 특정 값과 같이 CLI에서 입력하는 일부 텍스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vserver cifs' 명령에 대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면 대문자 표시가 무시됩니다. 하지만 노드 이름,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 애그리게이트, 볼륨, 논리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대부분의 매개 변수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문자열이나 목록을 사용하는 매개 변수 값을 지우려면 빈 따옴표("") 또는 대시("-")를 지정합니다.

• 파운드 기호로 알려진 해시 기호("#")는 명령줄 입력에 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사용된 경우 명령줄의 마지막 매개
변수 뒤에 나타나야 합니다.

CLI는 ""#"과 줄 끝 사이의 텍스트를 무시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텍스트 코멘트로 SVM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SVM이 수정되어 설명을 삭제합니다.

cluster1::> vserver create -vserver vs0 -subtype default -rootvolume

root_vs0

-aggregate aggr1 -rootvolume-security-style unix -language C.UTF-8 -is

-repository false -ipspace ipspaceA -comment "My SVM"

cluster1::> vserver modify -vserver vs0 -comment ""

다음 예제에서 ""#" 기호를 사용하는 명령줄 설명은 명령이 수행하는 작업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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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security login create -vserver vs0 -user-or-group-name new-

admin

-application ssh -authmethod password #This command creates a new user

account

명령 기록을 보고 명령을 재실행하는 방법

각 CLI 세션은 해당 세션에서 실행된 모든 명령의 기록을 유지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세션의
명령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을 다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어 이력을 보기 위해 'history'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

명령을 재발급하려면 다음 인수 중 하나와 함께 "redo"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명령의 일부와 일치하는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어, 실행한 유일한 'volume' 명령이 'volume show’인 경우 'redo volume' 명령을 사용하여 명령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history 명령으로 나열한 이전 명령의 숫자 ID

예를 들어, 'redo 4' 명령을 사용하여 기록 목록에서 네 번째 명령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목록의 끝에서 음수 오프셋

예를 들어, redo-2 명령을 사용하여 이전에 두 명령을 실행한 명령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령 기록 끝에서 세 번째 명령을 다시 실행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luster1::> redo -3

CLI 명령 편집을 위한 바로 가기 키

현재 명령 프롬프트에 있는 명령은 활성 명령입니다. 바로 가기 키를 사용하면 활성 명령을
빠르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 가기 키는 UNIX tcsh 셸 및 Emacs 편집기의 바로
가기와 유사합니다.

다음 표에는 CLI 명령 편집을 위한 바로 가기 키가 나와 있습니다. ""Ctrl-""은 Ctrl 키를 누른 채 그 뒤에 지정된 문자를
입력함을 나타냅니다. "'Esc-'"는 Esc 키를 눌렀다 놓은 다음 그 뒤에 지정된 문자를 입력함을 나타냅니다.

원하는 작업 다음 바로 가기 키 사용…

커서를 한 문자씩 뒤로 이동합니다 Ctrl+B를 누릅니다

뒤로 화살표 커서를 한 문자씩 앞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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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다음 바로 가기 키 사용…

Ctrl + F 앞으로 화살표

커서를 한 단어씩 뒤로 이동합니다 Esc-B를 누릅니다

커서를 한 단어씩 앞으로 이동합니다 Esc - F

커서를 줄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Ctrl-A를 누릅니다

커서를 줄의 끝으로 이동합니다 Ctrl-E

줄의 시작 부분에서 커서까지의 명령줄 내용을 제거하고
잘라낸 버퍼에 저장합니다. 잘라내기 버퍼는 일부
프로그램에서 _clipboard_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임시
메모리처럼 작동합니다.

Ctrl+U

커서에서 줄의 끝까지 명령줄의 내용을 제거하고 절단
버퍼에 저장합니다

Ctrl+K를 누릅니다

커서에서 다음 단어의 끝까지 명령줄 내용을 제거하고
절단 버퍼에 저장합니다

Esc-D 를 누릅니다

커서 앞에 있는 단어를 제거하고 잘라낸 버퍼에
저장합니다

Ctrl+W

절단 버퍼의 내용을 뱅킹하고 커서의 명령줄에 밀어
넣습니다

Ctrl+Y

커서 앞의 문자를 삭제합니다 Ctrl + H

백스페이스 커서가 있는 문자를 삭제합니다

Ctrl+D를 누릅니다 선을 지웁니다

Ctrl+C 화면을 지웁니다

Ctrl+L 명령줄의 현재 내용을 기록 목록의 이전 항목으로
바꿉니다.

키보드 단축키를 반복할 때마다 기록 커서가 이전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Ctrl+P Es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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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다음 바로 가기 키 사용…

위쪽 화살표 명령줄의 현재 내용을 기록 목록의 다음 항목으로
바꿉니다. 키보드 단축키를 반복할 때마다 기록 커서가
다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Ctrl+N Esc-N

아래쪽 화살표 부분적으로 입력한 명령을 확장하거나 현재 편집 위치에서
유효한 입력을 나열합니다

탭을 클릭합니다 Ctrl+I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

물음표("?")에 대한 특별한 매핑 탈출 문자. 예를 들어,
명령 인수에 물음표를 입력하려면 Esc 키를 누른 다음
""?""를 누르십시오. 문자.

Esc-?

TTY 출력을 시작합니다 Ctrl-Q를 누릅니다

TTY 출력을 중지합니다 Ctrl+S

관리 권한 수준 사용

ONTAP 명령 및 매개 변수는 admin,advanced 및 _diagnostic_의 세 가지 권한 레벨로
정의됩니다. 권한 수준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수준을 반영합니다.

• * 관리자 *

대부분의 명령과 매개변수는 이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또는 일상적인 작업에 사용됩니다.

• 고급 *

이 레벨의 명령 및 매개 변수는 자주 사용되지 않으며, 고급 지식이 필요하며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급 명령 또는 매개변수는 지원 담당자의 조언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 진단 *

진단 명령 및 매개 변수가 잠재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해 지원 담당자만이 사용합니다.

CLI에서 권한 수준을 설정합니다

CLI에서 '설정' 명령어를 이용하여 권한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권한 수준 설정 변경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세션에만 적용됩니다. 세션 간에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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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CLI에서 권한 수준을 설정하려면 '-Privilege' 파라미터와 함께 '설정' 명령어를 사용한다.

권한 수준 설정의 예

다음 예제에서는 권한 수준을 Advanced 로 설정한 다음 admin 으로 설정합니다.

cluster1::> set -privilege advanced

Warning: These advanced commands are potentially dangerous; use them only

when directed to do so by technical support.

Do you wish to continue? (y or n): y

cluster1::*> set -privilege admin

CLI에서 디스플레이 기본 설정을 지정합니다

'설정' 명령과 '행' 명령을 사용하여 CLI 세션에 대한 디스플레이 기본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기본 설정은 현재 진행 중인 세션에만 적용됩니다. 세션 간에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CLI 디스플레이 기본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명령 세션의 권한 수준입니다

• 잠재적으로 운영 중단 명령에 대해 확인을 수행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표시' 명령이 모든 필드를 표시하는지 여부

• 필드 구분 기호로 사용할 문자 또는 문자입니다

• 데이터 크기를 보고할 때의 기본 단위입니다

• 인터페이스가 출력을 일시 중지하기 전에 화면이 현재 CLI 세션에 표시되는 행의 수입니다

원하는 행 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터미널의 실제 높이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실제 높이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
기본 행 수는 24입니다.

• 기본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SVM) 또는 노드

•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계속 명령을 중지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단계

1. CLI display preference를 설정하려면 '설정' 명령어를 사용한다.

현재 CLI 세션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행의 수를 설정하려면 "rows"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트' 명령과 '행'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LI에서 디스플레이 기본 설정을 설정하는 예

다음 예제에서는 쉼표를 필드 구분 기호로 설정하고 기본 데이터 크기 단위로 GB를 설정하고 행 수를 50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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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set -showseparator "," -units GB

cluster1::> rows 50

쿼리 연산자 사용 방법

관리 인터페이스는 쿼리 및 UNIX 스타일 패턴과 와일드카드를 지원하여 명령 매개 변수 인수의
여러 값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지원되는 쿼리 연산자를 설명합니다.

운영자 설명

* 모든 항목과 일치하는 와일드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volume show-volume\ * tmp *' 명령은 이름에 'tmp' 문자열이 포함된 모든 볼륨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 연산자가 아닙니다.

일치하지 않는 값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vs0'은 값 "vs0"과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있습니다.

비교할 두
개의 값을
구분합니
다. 예를
들어, '*
vs0

vs2*'는 vs0 또는 vs2와 일치합니다.

b * \ * c * 와 같이 여러 개 또는 구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a 항목, b로 시작하는 모든 항목, c를
포함하는 모든 항목과 일치합니다.

… 범위 연산자.

예를 들어, ' * 5..10 *'은 '5’에서 '10’까지의 모든 값을 포함합니다.

를
누릅니다

보다 작음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 "*<20 *"은 "20"보다 작은 모든 값과 일치합니다.

를
누릅니다

보다 큰 연산자.

예를 들어, ' * > 5 * '는 '5’보다 큰 값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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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설명

= 보다 작거나 같음 연산자.

예를 들어, "* ⇐5*"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습니다.

>= 보다 크거나 같음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 '>=5'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습니다.

{'query'} 확장된 쿼리.

확장 쿼리는 다른 매개 변수 앞에 명령 이름 뒤의 첫 번째 인수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olume modify{-volume\ * tmp *} -state offline' 명령은 이름에 'tmp' 문자열이 포함된 모든
볼륨을 오프라인으로 설정합니다.

쿼리 문자를 리터럴로 구문 분석하려면 올바른 결과를 반환하려면 문자를 큰따옴표(""{캐럿}", "".", " * ", "$" 등)로 묶어야
합니다.

한 명령줄에 여러 쿼리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olume show-size> g1-percent-used <50-vserver!
vs1' 명령은 이름이 ""vs1""인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이 아니라 크기가 1GB 이상인 모든 볼륨을 표시합니다.

확장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

확장 쿼리를 사용하여 지정된 값이 있는 개체를 일치시키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확장 쿼리는 중괄호({})로 둘러싸서 지정합니다. 확장 쿼리는 다른 매개 변수 앞에 명령 이름 뒤의 첫 번째 인수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tmp"인 모든 볼륨을 오프라인으로 설정하려면 다음 예제에서 명령을 실행합니다.

cluster1::> volume modify {-volume *tmp*} -state offline

확장 쿼리는 일반적으로 수정 및 삭제 명령에만 유용합니다. 이들은 창조나 표현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쿼리와 수정 작업의 조합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잘못 구현하면 혼동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vanced 권한) 'system node image modify' 명령을 사용하여 노드의 기본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설정하면 다른
소프트웨어 이미지가 자동으로 기본값이 아닌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다음 예제의 명령은 null 작업입니다.

cluster1::*> system node image modify {-isdefault true} -isdefault false

이 명령은 현재 기본 이미지를 기본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로 설정한 다음 새 기본 이미지(이전의 기본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를 기본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로 설정하여 원래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uster1::*> system node image modify {-iscurrent false} -isdefault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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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를 사용하여 show 명령 출력을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

' –instance' 매개 변수를 'show' 명령과 함께 사용하여 세부 정보를 표시하면 출력이 길어 필요한
것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show' 명령의 '–fields'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지정한
정보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륨 표시 인스턴스를 실행하면 여러 개의 정보 화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volume show
–fields'(fieldname[, fieldname…])를 사용하여 지정된 필드만 포함되도록 출력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항상
표시되는 기본 필드 외에). 당신은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ow' 명령에 유효한 필드를 표시합니다.

다음 예제는 '–instance' 매개변수와 '–fields' 매개변수의 출력 차이를 보여줍니다.

cluster1::> volume show -instance

                                   Vserver Name: cluster1-1

                                    Volume Name: vol0

                                 Aggregate Name: aggr0

                                    Volume Size: 348.3GB

                             Volume Data Set ID: -

                      Volume Master Data Set ID: -

                                   Volume State: online

                                    Volume Type: RW

                                   Volume Style: flex

                                         ...

                          Space Guarantee Style: volume

                      Space Guarantee in Effect: true

                                         ...

Press <space> to page down, <return> for next line, or 'q' to quit...

...

cluster1::>

cluster1::> volume show -fields space-guarantee,space-guarantee-enabled

vserver  volume space-guarantee space-guarantee-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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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1-1 vol0   volume          true

cluster1-2 vol0   volume          true

vs1      root_vol

                  volume          true

vs2      new_vol

                  volume          true

vs2      root_vol

                  volume          true

...

clus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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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매개변수 정보

ONTAP CLI의 위치 매개 변수 기능을 활용하여 명령 입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령을
쿼리하여 명령의 위치 매개 변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위치 매개 변수란 무엇입니까

• 위치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 값을 지정하기 전에 매개 변수 이름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매개 변수입니다.

• "command_name?" 출력에 표시된 것과 같이 명령 입력에서 상대 시퀀스를 동일한 명령에서 다른 위치
매개변수와 관찰하는 한 위치 매개 변수를 위치 매개 변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치 매개 변수는 명령에 대한 필수 매개 변수이거나 선택적 매개 변수일 수 있습니다.

• 매개 변수는 한 명령에 대한 위치일 수 있지만 다른 명령에는 위치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 매개 변수가 명령에서 선택 항목이거나 선택 매개 변수가 앞에 나열되는 경우에는 스크립트의
위치 매개 변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매개 변수를 식별합니다

'command_name?' 명령 출력에서 위치 매개변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위치 매개 변수에는 다음 형식 중 하나로
매개 변수 이름을 둘러싸는 대괄호가 있습니다.

• ['-parameter_name']'parameter_value'는 위치 매개 변수를 나타냅니다.

• [['-parameter_name']'parameter_value']는 위치 매개 변수를 선택적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command_name?' 출력에 다음과 같이 표시될 경우 매개 변수는 표시되는 명령의 위치 입니다.

• '[-lif]<lif-name>'

• '[[-lif]<lif-name>]'

그러나 다음과 같이 표시될 경우 매개 변수는 표시되는 명령의 위치 이외의 매개 변수입니다.

• '-lif<lif-name>'

• '[-lif<lif-name>]'

위치 매개 변수 사용 예

다음 예제에서 ' *volume create? * ' 출력에서는 '-volume', '-aggregate', '-size' 명령의 위치를 나타내는 세 개의 매개
변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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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volume create ?

   -vserver <vserver name>                Vserver Name

   [-volume] <volume name>                Volume Name

   [-aggregate] <aggregate name>          Aggregate Name

  [[-size] {<integer>[KB|MB|GB|TB|PB]}]   Volume Size

  [ -state {online|restricted|offline|force-online|force-offline|mixed} ]

                                          Volume State (default: online)

  [ -type {RW|DP|DC} ]                    Volume Type (default: RW)

  [ -policy <text> ]                      Export Policy

  [ -user <user name> ]                   User ID

  ...

  [ -space-guarantee|-s {none|volume} ]   Space Guarantee Style (default:

volume)

  [ -percent-snapshot-space <percent> ]   Space Reserved for Snapshot

Copies

  ...

다음 예에서는 positional parameter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volume create' 명령을 지정합니다.

'cluster1::> volume create-vserver svm1-volume vol1-aggregate * aggr1-size 1g * - percent-snapshot-space 0'

다음 예제에서는 위치 매개 변수 기능을 사용하여 명령 입력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volume create' 명령에서 위치 매개
변수가 위치 매개 변수와 비위치 매개 변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치 매개 변수 값은 매개 변수 이름 없이
지정됩니다. 위치 매개변수는 '* volume create?*' 출력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순서로 지정됩니다. 즉, -volume의 값은
-size의 앞에 차례로 지정된 -aggregate의 값 앞에 지정됩니다.

'cluster1::> 볼륨 create * vol2 * aggr1 * * 1g * -vserver svm1-percent-snapshot-space 0'

'cluster1::> volume create -vserver svm1 * vol3 * -snapshot-policy default * aggr1 * -nvfail off * 1g * -space-보증
없음'

ONTAP man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방법

ONTAP 수동(man) 페이지에서는 ONTAP CLI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페이지는 명령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release-specific_command references_에도
게시됩니다.

ONTAP 명령줄에서 를 사용합니다 man command_name 명령을 사용하여 지정된 명령의 수동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명령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수동 페이지 인덱스가 표시됩니다.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n man 명령을 사용하여 에

대한 정보를 봅니다 man 명령 그 자체입니다. 를 입력하여 man 페이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q.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ONTAP 9 버전에 대한 명령 참조입니다 현재 릴리즈에서 제공되는 관리 레벨 및 고급
ONTAP 명령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CLI 세션 관리(클러스터 관리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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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 세션 기록을 관리합니다

CLI 세션 관리 개요

CLI 세션을 지정된 이름 및 크기 제한이 있는 파일에 기록한 다음 파일을 FTP 또는 HTTP
대상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CLI 세션을 기록한 파일을 표시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CLI 세션의 레코드는 녹화를 중지하거나 CLI 세션을 종료할 때 또는 파일이 지정된 크기 제한에 도달할 때 끝납니다.
기본 파일 크기 제한은 1MB입니다. 최대 파일 크기 제한은 2GB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상세 정보를 저장하려는 경우 또는 특정 시점에 공간 사용에 대한 영구 기록을 작성하려는
경우 CLI 세션을 기록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CLI 세션을 기록합니다

System script start, System script stop 명령을 사용하여 CLI 세션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현재 CLI 세션을 파일로 녹화를 시작하려면 '시스템 스크립트 시작' 명령을 사용합니다.

'system script start'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n 페이지를 참고한다.

ONTAP가 CLI 세션을 지정된 파일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2. CLI 세션을 진행합니다.

3. 세션 녹화를 중지하려면 '시스템 스크립트 중지' 명령을 사용합니다.

'system script stop' 명령어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n 페이지를 참조한다.

ONTAP는 CLI 세션 녹화를 중지합니다.

CLI 세션의 레코드를 관리하는 명령입니다

'system script' 명령어를 이용하여 CLI 세션 기록을 관리한다.

원하는 작업 이 명령 사용…

지정된 파일에 현재 CLI 세션 녹화를 시작합니다 '시스템 스크립트 시작

현재 CLI 세션 녹화를 중지합니다 '시스템 스크립트 중지'

CLI 세션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시스템 스크립트 쇼'

CLI 세션의 레코드를 FTP 또는 HTTP 대상으로
업로드합니다

'시스템 스크립트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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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작업 이 명령 사용…

CLI 세션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시스템 스크립트 삭제

관련 정보

http://["ONTAP 9 명령"^]

CLI session의 자동 timeout 기간을 관리하는 명령어

timeout 값은 CLI 세션이 자동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유휴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CLI 시간 초과 값은 클러스터 전체에 적용됩니다. 즉,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동일한 CLI 시간
초과 값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CLI 세션의 자동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system timeout' 명령어를 이용하여 CLI session의 자동 timeout 기간을 관리한다.

원하는 작업 이 명령 사용…

CLI 세션의 자동 제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스템 시간 초과 표시'

CLI 세션의 자동 시간 제한 기간을 수정합니다 '시스템 시간 제한 수정'

관련 정보

http://["ONTAP 9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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