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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P를 되돌립니다

ONTAP 개요 되돌리기

클러스터를 이전 ONTAP 릴리즈로 이전하려면 재버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읽어야 할 리소스, 수행해야 하는 필수 사전 및 사후 복원 검사를 포함하여 되돌리기 전과 후에 수행해야
하는 단계를 안내합니다.

클러스터를 ONTAP 9.1에서 ONTAP 9.0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문서화된 다운그레이드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되돌리기 위한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까?

새 클러스터 또는 테스트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없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여 운영 클러스터를 되돌려야 합니다. 다음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운영 환경에 있고 복원이 실패하거나 다음과 같은 되돌리기 전이나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 복원 프로세스가 실패하고 완료할 수 없습니다.

◦ 되돌리기 프로세스가 완료되지만 운영 환경에서는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되돌리기 프로세스가 완료되고 클러스터가 운영 상태로 전환되지만 클러스터의 동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 ONTAP 9.5 이상에서 볼륨을 생성했으며 이전 버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되돌리기 전에 적응형 압축을 사용하는
볼륨의 압축을 해제해야 합니다.

복원 경로

되돌릴 수 있는 ONTAP 버전은 현재 노드에서 실행 중인 ONTAP 버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system image show' 명령을 사용하여 각 노드에서 실행 중인 ONTAP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온프레미스 ONTAP 릴리스에만 적용됩니다. 클라우드에서 ONTAP을 되돌리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https://["Cloud Volumes ONTAP를 되돌리거나 다운그레이드하는 중입니다"^].

복구할 수 있는 대상… 대상…

ONTAP 9.11.1 ONTAP 9.10.1

ONTAP 9.10.1 ONTAP 9.9.1

ONTAP 9.9.1 ONTAP 9.8

ONTAP 9.8 ONTA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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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할 수 있는 대상… 대상…

ONTAP 9.7 ONTAP 9.6

ONTAP 9.6 ONTAP 9.5

ONTAP 9.5 ONTAP 9.4

ONTAP 9.4 ONTAP 9.3

ONTAP 9.3 ONTAP 9.2

ONTAP 9.2 ONTAP 9.1

ONTAP 9.1 또는 ONTAP 9 Data ONTAP 8.3.x

ONTAP 9.1에서 9.0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을 따라야 합니다 "다운그레이드 프로세스" 여기에
문서화되었습니다.

되돌리기 전에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되돌리기 전에 검토할 리소스

ONTAP를 되돌리기 전에 하드웨어 지원을 확인하고 리소스를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1. 를 검토합니다 "ONTAP 9 릴리즈 노트" 타겟 릴리즈용

""중요 주의 사항" 섹션에서는 다운그레이드 또는 되돌리기 전에 숙지해야 할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2. 대상 릴리즈에서 하드웨어 플랫폼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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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타겟 릴리즈에서 클러스터 및 관리 스위치가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NX-OS(클러스터 네트워크 스위치), IOS(관리 네트워크 스위치) 및 참조 구성 파일(RCF) 소프트웨어 버전이
되돌리려고 하는 ONTAP 버전과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NetApp 다운로드: Cisco 이더넷 스위치"]

4. 클러스터가 SAN용으로 구성된 경우 SAN 구성이 완전히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 ONTAP 소프트웨어 버전, 호스트 OS 및 패치, 필요한 호스트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어댑터 드라이버 및
펌웨어를 비롯한 모든 SAN 구성 요소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https://["NetApp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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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리기 고려 사항

ONTAP 리버전을 시작하기 전에 복원 문제와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되돌리기 - 중단이 발생합니다.

재버전 중에는 클라이언트 액세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영 클러스터를 되돌려주는 경우 계획에 이 운영 중단을
포함해야 합니다.

• 되돌리기 작업은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재버전은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HA 쌍을 되돌리기 전에 각 HA 쌍에서 재버전을 수행 및
완료해야 합니다.

• 모든 노드에서 새 타겟 릴리즈가 실행되고 있으면 재버전이 완료됩니다.

클러스터가 혼합 버전 상태인 경우, 재조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클러스터 작업 또는
구성을 변경하는 명령을 입력할 수 없으며 모니터링 작업이 허용됩니다.

모든 노드가 아닌 일부 노드를 되돌린 경우 클러스터를 소스 릴리즈로 다시 업그레이드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 노드를 되돌리면 Flash Cache 모듈에 캐시된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Flash Cache 모듈에는 캐싱된 데이터가 없으므로, 노드가 디스크에서 초기 읽기 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읽기 성능이 저하됩니다. 노드가 읽기 요청을 처리할 때 캐시를 다시 채웁니다.

• ONTAP 9.x에서 실행 중인 테이프에 백업된 LUN은 이전 릴리즈가 아닌 9.x 이상 릴리즈에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버전의 ONTAP가 IBACP(In-Band ACP) 기능을 지원하고 IBACP를 지원하지 않는 ONTAP 버전으로
복원하면 디스크 쉘프의 대체 경로가 비활성화됩니다.

• SVM(스토리지 가상 시스템)에서 LDAP를 사용하는 경우, 다시 버전하기 전에 LDAP 조회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MetroCluster를 준수하지만 MetroCluster가 검증되지 않은 스위치를 사용하는 MetroCluster IP 시스템에서는
ONTAP 9.6 이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없으므로 ONTAP 9.7에서 9.6으로 재버전이 변경됩니다.

되돌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되돌리기 전에 클러스터 상태, 스토리지 상태 및 시스템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행 중인
모든 클러스터 작업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SMB 세션을 정상적으로 종료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상태를 확인합니다

클러스터를 되돌리기 전에 노드가 정상 상태이며 클러스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클러스터가 쿼럼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클러스터의 노드가 온라인 상태이고 클러스터 쇼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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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cluster show

Node                  Health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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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0                 true    true

node1                 true    true

노드가 정상 상태가 아니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EMS 로그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 조치를 취합니다.

2. 권한 수준을 advanced:+'et-Privilege advanced로 설정합니다

계속하려면 y를 입력하십시오.

3. 각 RDB 프로세스에 대한 구성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epoch 및 데이터베이스 epoch는 각 노드에 대해 일치해야 합니다.

◦ 링당 쿼럼 마스터는 모든 노드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각 링에는 다른 쿼럼 마스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RDB 프로세스를 표시하려면… 이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기능과 클러스터 링 쇼-unitname 관리

볼륨 위치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링 쇼-언이트네임 VLDB

Virtual-Interface Manager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링 쇼-unitname vifmgr

SAN 관리 데몬 '클러스터 링 쇼-언이트네임 bcomd'

이 예에서는 볼륨 위치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를 보여 줍니다.

cluster1::*> cluster ring show -unitname vldb

Node      UnitName Epoch    DB Epoch DB Trnxs Master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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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0     vldb     154      154      14847    node0     master

node1     vldb     154      154      14847    node0     secondary

node2     vldb     154      154      14847    node0     secondary

node3     vldb     154      154      14847    node0     secondary

4 entries were displayed.

4. 관리자 권한 수준으로 돌아가기: + 'Set-Privilege admin

5. SAN 환경에서 작동 중인 경우 각 노드가 SAN quorum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벤트 로그 show-severity

Informational-message-name scsibeBl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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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드에 대한 가장 최근의 scsib블레이드 이벤트 메시지는 SCSI 블레이드가 quorum에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cluster1::*> event log show  -severity informational -message-name

scsiblade.*

Time             Node       Severity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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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DD/YYYY TIME  node0      INFORMATIONAL  scsiblade.in.quorum: The

scsi-blade ...

MM/DD/YYYY TIME  node1      INFORMATIONAL  scsiblade.in.quorum: The

scsi-blade ...

관련 정보

"시스템 관리"

스토리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클러스터를 되돌리기 전에 디스크, 애그리게이트, 볼륨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디스크 상태 확인:

확인하려면… 수행할 작업…

손상된 디스크 a. 깨진 디스크를 표시합니다:'스토리지 디스크 표시
상태 파단'

b.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교체합니다.

유지보수 또는 재구성이 진행 중인 디스크 a. 유지 보수, 보류 중 또는 재구성 상태의 디스크를
표시합니다. 스토리지 디스크 표시 상태 유지 관리

보류 중 재구성 중 .. 유지보수 또는 재구성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계속 진행하십시오.

2. 스토리지 Aggregate의 'Storage aggregate show-state! online’을 비롯한 물리적 스토리지와 논리적 스토리지의
상태를 표시하여 모든 애그리게이트가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 명령은 _not_online 인 애그리게이트를 표시합니다. 주요 업그레이드 또는 리버전을 수행하기 전과 후의 모든
애그리게이트는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cluster1::> storage aggregate show -state !online

There are no entries matching your query.

3. "volume show-state! online"이라는 볼륨을 표시하여 모든 볼륨이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주요 업그레이드 또는 재버전을 수행하기 전과 후에 모든 볼륨이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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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volume show -state !online

There are no entries matching your query.

4. '볼륨 표시 - 불일치 true’라는 일관성 없는 볼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기술 자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WAFL가 일치하지 않는 볼륨으로 표시됩니다" 정합성이 보장되지 않는 볼륨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 정보

"디스크 및 애그리게이트 관리"

시스템 시간을 확인합니다

되돌리기 전에 NTP가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클러스터 전체에서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클러스터가 NTP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cluster time-service ntp server show'

2. 각 노드의 날짜 및 시간이 'cluster date show’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cluster1::> cluster date show

Node      Date                Time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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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0     4/6/2013 20:54:38   GMT

node1     4/6/2013 20:54:38   GMT

node2     4/6/2013 20:54:38   GMT

node3     4/6/2013 20:54:38   GMT

4 entries were displayed.

실행 중인 작업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ONTAP 소프트웨어를 되돌리기 전에 클러스터 작업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애그리게이트, 볼륨, NDMP(덤프 또는
복원) 또는 스냅샷 작업(예: 생성, 삭제, 이동, 수정, 복제, 및 마운트 작업)이 실행 중이거나 대기 중입니다.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하거나 대기열에 있는 항목을 중지해야 합니다.

1. 실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 집계, 볼륨 또는 스냅샷 작업의 목록을 검토하십시오

6

https://kb.netapp.com/Advice_and_Troubleshooting/Data_Storage_Software/ONTAP_OS/Volume_Showing_WAFL_Inconsistent
https://kb.netapp.com/Advice_and_Troubleshooting/Data_Storage_Software/ONTAP_OS/Volume_Showing_WAFL_Inconsistent
https://kb.netapp.com/Advice_and_Troubleshooting/Data_Storage_Software/ONTAP_OS/Volume_Showing_WAFL_Inconsistent
https://kb.netapp.com/Advice_and_Troubleshooting/Data_Storage_Software/ONTAP_OS/Volume_Showing_WAFL_Inconsistent
https://kb.netapp.com/Advice_and_Troubleshooting/Data_Storage_Software/ONTAP_OS/Volume_Showing_WAFL_Inconsistent
https://kb.netapp.com/Advice_and_Troubleshooting/Data_Storage_Software/ONTAP_OS/Volume_Showing_WAFL_Inconsistent
https://kb.netapp.com/Advice_and_Troubleshooting/Data_Storage_Software/ONTAP_OS/Volume_Showing_WAFL_Inconsistent
https://kb.netapp.com/Advice_and_Troubleshooting/Data_Storage_Software/ONTAP_OS/Volume_Showing_WAFL_Inconsistent
https://kb.netapp.com/Advice_and_Troubleshooting/Data_Storage_Software/ONTAP_OS/Volume_Showing_WAFL_Inconsistent
https://kb.netapp.com/Advice_and_Troubleshooting/Data_Storage_Software/ONTAP_OS/Volume_Showing_WAFL_Inconsistent
https://kb.netapp.com/Advice_and_Troubleshooting/Data_Storage_Software/ONTAP_OS/Volume_Showing_WAFL_Inconsistent
https://docs.netapp.com/ko-kr/ontap/disks-aggregates/index.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disks-aggregates/index.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disks-aggregates/index.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disks-aggregates/index.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disks-aggregates/index.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disks-aggregates/index.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disks-aggregates/index.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disks-aggregates/index.html
https://docs.netapp.com/ko-kr/ontap/disks-aggregates/index.html


cluster1::> job show

                            Owning

Job ID Name                 Vserver    Nod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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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29   Vol Reaper           cluster1   -              Queued

       Description: Vol Reaper Job

8630   Certificate Expiry Check

                            cluster1   -              Queued

       Description: Certificate Expiry Check

.

.

.

2. 실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 모든 집계, 볼륨 또는 스냅샷 복사 작업('job delete-id job_id')을 삭제합니다

cluster1::> job delete -id 8629

3. 집계, 볼륨 또는 스냅샷 작업이 실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지 확인합니다. 'job show'

이 예에서는 실행 중인 작업과 대기열에 있는 작업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cluster1::> job show

                            Owning

Job ID Name                 Vserver    Nod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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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44   SnapMirrorDaemon_7_2147484678

                            cluster1   node1          Dormant

       Description: Snapmirror Daemon for 7_2147484678

18377  SnapMirror Service Job

                            cluster1   node0          Dormant

       Description: SnapMirror Service Job

2 entries were displayed

종료해야 하는 SMB 세션입니다

되돌리기 전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SMB 세션을 식별하여 정상적으로 종료해야 합니다.

Hyper-V 또는 Microsoft SQL Server 클라이언트가 SMB 3.0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액세스하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SMB 공유는 업그레이드 또는 다운그레이드하기 전에 종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설정된 SMB 세션을 식별합니다. vserver cifs session show

-continuously-available No -instance

이 명령은 무중단 가용성이 없는 SMB 세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ONTAP 다운그레이드를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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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종료해야 합니다.

cluster1::> vserver cifs session show -continuously-available No

-instance

                        Node: node1

                     Vserver: vs1

                  Session ID: 1

               Connection ID: 4160072788

Incoming Data LIF IP Address: 198.51.100.5

      Workstation IP address: 203.0.113.20

    Authentication Mechanism: NTLMv2

                Windows User: CIFSLAB\user1

                   UNIX User: nobody

                 Open Shares: 1

                  Open Files: 2

                  Open Other: 0

              Connected Time: 8m 39s

                   Idle Time: 7m 45s

            Protocol Version: SMB2_1

      Continuously Available: No

1 entry was displayed.

2. 필요한 경우, 확인한 각 SMB 세션에 대해 열려 있는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vserver cifs session file show-

session-id session_ID'

cluster1::> vserver cifs session file show -session-id 1

Node:       node1

Vserver:    vs1

Connection: 4160072788

Session:    1

File    File      Open Hosting

Continuously

ID      Type      Mode Volume          Shar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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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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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egular   rw   vol10           homedirshare          No

Path: \TestDocument.docx

2       Regular   rw   vol10           homedirshare          No

Path: \file1.txt

2 entries were displayed.

8



NVMe/TCP 보안 인증

NVMe/TCP 프로토콜을 실행 중이고 DH-HMAC-CHAP를 사용하여 보안 인증을 설정한 경우, 복구하기 전에 NVMe

서브시스템에서 DH-HMAC-CHAP를 사용하여 모든 호스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호스트가 제거되지 않으면 복구가
실패합니다.

되돌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되돌리기 전 점검

환경에 따라 되돌리기 전에 특정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 표를 검토하여 어떤 특별
고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답변이 * 예 * 인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클러스터에서 SnapMirror가 실행 중입니까? • SnapMirror Synchronous 관계로 시스템을 되돌릴
때의 고려 사항을 검토합니다

• SnapMirror 및 SnapVault 관계에 대한 개정
요구사항을 검토합니다

클러스터에서 SnapLock가 실행 중입니까? 자동 커밋 기간을 설정합니다

FlexClone 볼륨 분할이 있습니까? 물리적 블록 공유를 반대로 수행합니다

FlexGroup 볼륨이 있습니까? qtree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작업 그룹 모드에 CIFS 서버가 있습니까? 워크그룹 모드에서 CIFS 서버를 이동 또는 삭제합니다

중복 제거된 볼륨이 있습니까? 볼륨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napshot 복사본이 있습니까? Snapshop 복제본 준비

ONTAP 8.3.x로 되돌리겠습니까? SHA-2 해시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을 식별합니다

ONTAP 9.11.1 이상에 대해 랜섬웨어 방지 보호가
구성되었습니까?

랜섬웨어 방지 라이센스를 확인하십시오

S3 멀티 프로토콜 액세스가 9.12.1 이상용으로
구성되었습니까?

S3 NAS 버킷 구성을 제거합니다

MetroCluster 사전 복원 검사

MetroCluster 구성에 따라 되돌리기 전에 특정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 표를 검토하여 어떤 특별 고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답변이 * 예 * 인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2노드 또는 4노드 MetroCluster 구성이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자동 전환을 비활성화합니다

ONTAP 9.12.1 이상을 실행하는 4노드 또는 8노드
MetroCluster IP 또는 패브릭 연결 구성이 있습니까?

IPsec을 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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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Mirror를 참조하십시오

SnapMirror Synchronous 관계로 시스템을 되돌릴 때의 고려 사항

ONTAP 9.6에서 ONTAP 9.5로 되돌리기 전에 SnapMirror Synchronous 관계에 대한 고려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되돌리기 전에 SnapMirror Synchronous 관계가 있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소스 볼륨에서 NFSv4 또는 SMB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SnapMirror Synchronous 관계를 삭제해야
합니다.

ONTAP 9.5는 NFSv4 및 SMB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미러 미러 계단식 배열 배포에서 SnapMirror Synchronous 관계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ONTAP 9.5의 SnapMirror Synchronous 관계에는 미러 계단식 배열 배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되돌리기 중에 ONTAP 9.5의 공통 스냅샷 복사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되돌리기 후 SnapMirror Synchronous

관계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ONTAP 9.6으로 2시간 업그레이드한 후 ONTAP 9.5의 공통 Snapshot 복사본이 ONTAP 9.6의 공통 Snapshot

복사본으로 자동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ONTAP 9.5의 공통 스냅샷 복사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되돌린 후
SnapMirror Synchronous 관계를 재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SnapMirror 및 SnapVault 관계에 대한 되돌리기 요구 사항

시스템 노드 되돌리기 명령은 재조정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 삭제하거나 재구성해야 하는
SnapMirror 및 SnapVault 관계를 알려 줍니다. 그러나 재버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모든 SnapVault 및 데이터 보호 미러링 관계를 중지했다가 해제해야 합니다.

다시 버전이 완료된 후 공통 스냅샷 복사본이 있으면 이러한 관계를 다시 동기화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SnapVault 관계에는 다음 SnapMirror 정책 유형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비동기식 - 미러

이 정책 유형을 사용하는 모든 관계를 삭제해야 합니다.

◦ MirrorAndVault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으면 SnapMirror 정책을 미러 볼트로 변경해야 합니다.

• 모든 로드 공유 미러 관계 및 대상 볼륨을 삭제해야 합니다.

• FlexClone 대상 볼륨과의 SnapMirror 관계를 삭제해야 합니다.

• 각 SnapMirror 정책에 대해 네트워크 압축을 해제해야 합니다.

• ALL_SOURCE_SNSHOT 규칙을 모든 비동기식 미러 유형 SnapMirror 정책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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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파일 스냅샷 복원(SFSR) 및 부분 파일 스냅샷 복원(PFSR) 작업은 루트 볼륨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 실행 중인 단일 파일 및 스냅샷 복원 작업을 완료해야 버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복원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완료되지 않은 단일 파일 및 스냅샷 복원 작업은 SnapMirror 복원 명령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되돌리기 전에 SnapLock 볼륨에 대한 자동 커밋 기간을 설정합니다

ONTAP 9에서 되돌리려면 SnapLock 볼륨에 대한 자동 커밋 기간 값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되돌리기 전에 SnapLock 볼륨의 자동 커밋 값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수정해야 합니다.

1. 클러스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자동 커밋 기간이 있는 SnapLock 볼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볼륨 SnapLock show-

autocroit-period * days입니다

2. 지원되지 않는 자동 커밋 기간을 'volume SnapLock modify -vserver vserver_name -volume volume_name

-autosit -period value hours’로 수정합니다

FlexClone 볼륨 분할에서 물리적 블록 공유를 반대로 수행합니다

상위 볼륨에서 FlexClone 볼륨을 분할한 경우 ONTAP 9.4 이상 버전을 ONTAP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기 전에 클론과 상위 볼륨 간의 물리적 블록 공유를 실행 취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FlexClone 볼륨에서 분할을 실행한 AFF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1. 고급 권한 수준 'Set-Privilege Advanced’에 로그인합니다

2. 공유된 물리적 블록이 있는 분할 FlexClone 볼륨, 즉 '볼륨 클론공유 - 분할 표시’를 식별합니다

cluster1::> volume clone sharing-by-split show

Node            Vserver   Volume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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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1           vs1       vol_clone1    aggr1

node2           vs2       vol_clone2    aggr2

2 entries were displayed.

3. 클러스터에서 분할된 모든 FlexClone 볼륨('볼륨 클론 공유별 분할 실행 취소 시작 모두')에서 물리적 블록 공유를
실행 취소합니다

4. 공유된 물리적 블록이 있는 분할 FlexClone 볼륨('볼륨 클론 공유 - 분할 표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cluster1::> volume clone sharing-by-split show

This table is currently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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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리기 전에 FlexGroup 볼륨에서 qtree 기능을 해제합니다

FlexGroup 9.3 이전에는 ONTAP 볼륨용 qtree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ONTAP 9.3에서 이전
버전의 ONTAP로 되돌리기 전에 FlexGroup 볼륨에서 qtree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qtree를 생성하거나 기본 qtree의 보안 스타일 및 oplock 모드 특성을 수정할 때 qtree 기능이 설정됩니다.

1. 각 FlexGroup 볼륨에서 Qtree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기본이 아닌 모든 qtree를 식별하여 삭제합니다.

a. 고급 권한 수준 'Set-Privilege Advanced’에 로그인합니다

b. qtree 기능이 있는 FlexGroup 볼륨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ONTAP 9.6 이상에서는 'volume show-is-qtree-caching-enabled true’를 사용합니다

ONTAP 9.5 이전 버전의 경우 'volume show-is-flexgroup-qtree-enabled true’를 사용합니다

cluster1::*> volume show -is-flexgroup-qtree-enabled true

Vserver   Volume       Aggregate    State      Type       Size

Availabl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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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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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0       fg           -            online     RW        320MB

220.4MB   31%

c. 각 FlexGroup 볼륨에서 'volume qtree delete -vserver svm_name -volume volume volume_name -qtree

qtree_name’이라는 qtree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기본 qtree가 아닌 모든 qtree를 삭제합니다

기본 qtree의 특성을 수정했기 때문에 qtree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qtree가 없는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cluster1::*> volume qtree delete -vserver vs0 -volume fg -qtree qtree4

WARNING: Are you sure you want to delete qtree qtree4 in volume fg

vserver vs0?  {y|n}: y

[Job 38] Job is queued: Delete qtree qtree4 in volume fg vserver vs0.

2. 각 FlexGroup 볼륨에서 qtree 기능 비활성화: 'volume FlexGroup qtree -disable -vserver svm_name -volume

volume volume_name'

cluster1::*> volume flexgroup qtree-disable -vserver vs0 -volume fg

3. qtree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스냅샷 복사본을 식별하여 삭제합니다.

a. qtree 기능('volume snapshot show -vserver vserver_name -volume volume volume_name -fields is

-flexgroup -qtree -enabled')으로 스냅샷 복사본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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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volume snapshot show -vserver vs0 -volume fg -fields is-

flexgroup-qtree-enabled

vserver volume snapshot is-flexgroup-qtree-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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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0     fg     fg_snap1 true

vs0     fg     daily.2017-09-27_0010 true

vs0     fg     daily.2017-09-28_0010 true

vs0     fg     snapmirror.0241f354-a865-11e7-a1c0-

00a098a71764_2147867740.2017-10-04_124524 true

b. qtree 기능을 사용하여 활성화된 모든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합니다. 'volume snapshot delete -vserver

svm_name -volume volume_name -snapshot snapshot_name -force true-ignore-l소유자 TRUE'

삭제해야 하는 스냅샷 복사본에는 일반 스냅샷 복사본과 SnapMirror 관계에 대해 생성한 스냅샷 복사본이
포함됩니다. ONTAP 9.2 이하를 실행 중인 타겟 클러스터에서 FlexGroup 볼륨에 대한 SnapMirror 관계를
생성한 경우, qtree 기능에 대해 소스 FlexGroup 볼륨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한 모든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해야 합니다.

cluster1::> volume snapshot delete -vserver vs0 -volume fg -snapshot

daily.2017-09-27_0010 -force true -ignore-owners true

관련 정보

"FlexGroup 볼륨 관리"

워크그룹 모드에서 SMB 서버를 식별하고 이동합니다

되돌리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 그룹 모드에서 모든 SMB 서버를 삭제하거나 해당 서버를
도메인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작업 그룹 모드는 ONTAP 9 이전 버전의 ONTAP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워크그룹 인증 스타일 'vserver cifs show’를 사용하여 모든 SMB 서버를 식별합니다

2. 확인한 서버 이동 또는 삭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작업 그룹에서 Active Directory 도메인으로 SMB 서버
이동:

'vserver cifs modify -vserver_vserver_name_

-domain_domain_name_'

SMB 서버를 삭제합니다 'vserver cifs delete - vserver vserver_name'

3. SMB 서버를 삭제한 경우 도메인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한 다음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관련 정보

"SMB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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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리기 전에 중복 제거된 볼륨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ONTAP 9 버전에서 되돌리기 전에 볼륨에 복원 작업을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볼륨에는 제로 블록의 인라인 감지를 통해 얻은 절약 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 자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ONTAP 9에서 중복제거, 압축, 컴팩션을 통한 공간 절약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

되돌리려는 볼륨에서 중복제거 및 데이터 압축을 모두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중복제거를 되돌리기 전에 데이터
압축을 되돌려야 합니다.

1. volume Efficiency show 명령을 -fields 옵션과 함께 사용하면 볼륨에서 실행 중인 효율성 작업의 진행률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효율성 작업의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볼륨 효율성 표시 - 필드 vserver, volume, progress

2. ALL 옵션과 함께 볼륨 효율성 STOP 명령을 사용하여 활성 및 대기열에 있는 모든 중복 제거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볼륨 VolA에서 활성 및 대기 중인 모든 중복 제거 작업이 중지됩니다. 'volume Efficiency

stop-vserver vs1-volume VolA-ALL'

3. set-privilege advanced 명령을 사용하여 고급 권한 레벨로 로그인합니다.

4. 볼륨의 효율성 메타데이터를 특정 버전의 ONTAP로 다운그레이드하려면 volume Efficiency revert-to 명령을
-version 옵션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볼륨 VolA의 효율성 메타데이터가 ONTAP 9.x로 되돌아갑니다. '볼륨 효율성 복원 - vserver

vs1 - 볼륨 VolA - 버전 9.x'

볼륨 효율성 되돌리기-to 명령은 이 명령이 실행되는 노드에 있는 볼륨을 되돌립니다. 이 명령은
노드 간에 볼륨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5. 다운그레이드 진행률을 모니터링하려면 -op-status 옵션과 함께 volume Efficiency show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볼륨 효율성 표시 - vserver vs1-op-status 다운그레이드’가 모니터링되고 다운그레이드
상태가 표시됩니다

6. 복원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instance 옵션과 함께 volume Efficiency show 명령을 사용하여 되돌리기에 실패한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모든 필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 볼륨 효율성 표시 - vserver vs1-volume vol1-

instance'

7. 되돌리기 작업이 완료된 후 'Set-Privilege admin’이라는 admin 권한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논리적 스토리지 관리"

되돌리기 전에 스냅샷 복사본을 준비합니다

이전 ONTAP 릴리즈로 되돌리기 전에 모든 스냅샷 복사본 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현재 릴리즈로 업그레이드한 후 생성한 모든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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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Mirror 환경에서 되돌리는 경우 먼저 다음과 같은 미러링 관계를 삭제해야 합니다.

• 모든 로드 공유 미러 관계

• ONTAP 8.3.x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 보호 미러링 관계

• ONTAP 8.3.x에서 클러스터가 다시 생성된 경우 모든 데이터 보호 미러링 관계가 형성됩니다

a. 모든 데이터 SVM에 대해 스냅샷 복사 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볼륨 스냅샷 정책 수정 - vserver *

-enabled false'

b. 각 노드의 애그리게이트에 대해 스냅샷 복사본 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

i. run-nodenameaggr 상태 명령을 사용하여 노드의 애그리게이트를 식별합니다.

ii. 각 집계에 대해 "run-node nodename aggr options aggr_name nosnap on"이라는 스냅샷 복사 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iii. 나머지 각 노드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c. 각 노드의 루트 볼륨에 대해 스냅샷 복사본 정책 해제:

i. run-nodenameevol status 명령을 사용하여 노드의 루트 볼륨을 식별합니다.

vol status 명령 출력의 Options 열에서 root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루트 볼륨을 식별합니다.

vs1::> run -node node1 vol status

         Volume State           Status            Options

           vol0 online          raid_dp, flex     root, nvfail=on

                                64-bit

i. 루트 볼륨에 대한 스냅샷 복제 정책: 'run-node nodename vol options root_volume_name nosnap

on’을 비활성화합니다

ii. 나머지 각 노드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d. 현재 릴리즈로 업그레이드한 후 생성된 모든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합니다.

i. 권한 수준을 Advanced:'Set-Privilege advanced’로 설정합니다

ii. 스냅샷 비활성화: ''스냅샷 정책 수정 - vserver * -enabled false'

iii. 노드의 최신 버전의 Snapshot 복제본 '볼륨 스냅샷 준비-되돌리기-노드 nodename’을 삭제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각 데이터 볼륨, 루트 애그리게이트 및 루트 볼륨에서 최신 버전의 Snapshot 복사본이
삭제됩니다.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명령은 실패하고 스냅샷 복사본을 삭제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모든
필수 작업이 통지됩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한 다음 볼륨 스냅샷 prepare-for-

revert 명령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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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volume snapshot prepare-for-revert -node node1

Warning: This command will delete all Snapshot copies that have the

format used by the current version of ONTAP. It will fail if any

Snapshot copy polices are enabled, or

         if any Snapshot copies have an owner. Continue? {y|n}: y

i. 스냅샷 복사본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olume snapshot show-node nodename'

최신 버전의 Snapshot 복제본이 남아 있는 경우 강제로 삭제합니다. '볼륨 스냅샷 삭제{-fs-version 9.0 -

node nodename-is-fuenu구성요소 true} - ignore-hoids-force'

ii. 나머지 각 노드에 대해 c 단계를 반복합니다.

iii. admin 권한 수준으로 복귀:'et-Privilege admin’입니다

MetroCluster 구성의 두 클러스터에서 이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SHA-2 해시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을 식별합니다

ONTAP 9.1 또는 ONTAP 9.0에서 ONTAP 8.3.x로 되돌리는 경우 SHA-2 계정 사용자는 더
이상 암호를 사용하여 인증할 수 없습니다. 되돌리기 전에 SHA-2 해시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돌린 릴리스에 의해 지원되는 MD5(암호화 유형)를
사용하도록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1. 권한 설정을 고급:'Set-Privilege advanced’로 변경합니다

2. SHA-2를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에 '보안 로그인 표시 - vserver * -username * -application * -authentication

-method password -hash -function!md5' 기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되돌리기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 출력을 유지합니다.

되돌리기 중에는 고급 명령 '보안 로그인 비밀번호-다운그레이드 준비’를 실행하여 MD5 해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암호를 MD5로 암호화하지 않으면 새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MD5를 사용하여 암호를 암호화하므로 복원 후 자격 증명이 인증될 수
있습니다.

ONTAP 9.11.1 이상에서 되돌리기 전에 자율 랜섬웨어 보호 라이센스를 확인하십시오

자동 랜섬웨어 보호(ARP)를 구성하고 ONTAP 9.11.1 이상에서 ONTAP 9.10.1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경우 경고 메시지와 제한된 ARP 기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ONTAP 9.11.1에서 Anti-랜섬웨어 라이센스는 멀티 테넌트 키 관리(MTKM) 라이센스를 대체합니다. 시스템에
Anti_랜섬웨어 라이센스가 있지만 MT_EK_MGMT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되돌리기 중에 ARP가 새 볼륨에 대해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기존 보호 기능이 있는 볼륨은 복원 후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ONTAP CLI를 사용하여 ARP 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TKM 라이센스 없이는 System Manager가 ARP 상태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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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ONTAP 9.10.1로 되돌린 후 ARP를 계속하려면 되돌리기 전에 MTKM 라이센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RP 라이센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ONTAP 9.12.1 이상에서 되돌리기 전에 S3 NAS 버킷 구성을 제거합니다

NAS 데이터에 대해 S3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구성하고 ONTAP 9.12.1 이상에서 ONTAP

9.11.1 이하로 되돌릴 경우 NAS 버킷 구성을 제거하고 이름 매핑(Windows 또는 Unix

사용자에게 S3 사용자)을 모두 제거한 후 되돌려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되돌리기 프로세스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다음 작업이 완료됩니다.

• 부분적으로 완료된 모든 Singleton 개체 만들기(즉, 숨겨진 디렉터리의 모든 항목)를 제거합니다.

• 숨겨진 디렉토리를 모두 제거합니다. S3 NAS 버킷에서 매핑된 내보내기 루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각 볼륨에 대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업로드 테이블을 제거합니다.

• 구성된 모든 S3 서버에 대해 default-unix-user 및 default-windows-user 값을 삭제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1. S3 NAS 버킷 구성을 제거합니다. + 클릭 * 스토리지 > 버킷 * 을 클릭하고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각 S3

NAS 버킷에 대해 * 삭제 * 를 클릭합니다.

2. UNIX 또는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로컬 이름 매핑을 제거합니다(또는 둘 다).

a. 스토리지 > 버킷 * 을 클릭한 다음 S3/NAS 지원 스토리지 VM을 선택합니다.

b. 설정 * 을 선택한 다음 을 클릭합니다  이름 매핑 * (* 호스트 사용자 및 그룹 * 아래).

c. S3 ~ Windows * 또는 * S3 ~ UNIX 타일 * (또는 둘 다)에서 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각 매핑에 대해 *

Delete * 를 클릭합니다.

CLI를 참조하십시오

1. S3 NAS 버킷 구성을 제거합니다. 를 누릅니다 vserver object-store-server bucket delete

-vserver svm_name -bucket s3_nas_bucket_name

2. 이름 매핑을 제거합니다. 를 누릅니다 vserver name-mapping delete -vserver svm_name

-direction s3-unix 를 누릅니다 vserver name-mapping delete -vserver svm_name

-direction s3-win

2노드 및 4노드 MetroCluster 구성을 되돌리기 전에 계획되지 않은 자동 스위치오버를
해제합니다

2노드 또는 4노드 MetroCluster 구성을 되돌리기 전에 자동 UNPLANNED 절체(AUSO)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1. MetroCluster의 두 클러스터 모두에서 'MetroCluster modify-auto-switchover-failure-domain auso-

disabled’라는 예기치 않은 자동 전환을 비활성화합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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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luster 관리 및 재해 복구"

MetroCluster 구성을 되돌리기 전에 IPsec을 비활성화합니다

MetroCluster 구성을 되돌리기 전에 IPsec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ONTAP 9.12.1을 실행하는 MetroCluster 구성에서 IPsec이 활성화된 ONTAP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MetroCluster

구성 내에 IPsec 구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되돌리기 전에 검사가 수행됩니다. 복원을 계속하기 전에 존재하는 IPsec

구성을 제거하고 IPsec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책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IPsec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ONTAP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먼저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ONTAP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다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ONTAP 9.4 이상을 다운그레이드하거나 되돌리려면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로컬 폴더로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를 수행하거나 ONTAP 9.3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려면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네트워크의 HTTP 서버 또는 FTP 서버로 복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이미지는 플랫폼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클러스터에 맞는 올바른 이미지를 얻어야 합니다. 플랫폼 모델의 소프트웨어 이미지, 펌웨어 버전 정보 및 최신
펌웨어는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 소프트웨어 이미지에는 특정 버전의 ONTAP가 릴리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시스템 펌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ONTAP 9.5 이상 버전에서 NetApp 볼륨 암호화가 포함된 시스템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 NetApp 볼륨
암호화가 포함된 비제한 국가의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제한된 국가의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사용하여 NetApp 볼륨 암호화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다운그레이드하거나 되돌릴 경우 시스템에서 패닉이 발생하고 볼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사라집니다.

a. 에서 대상 ONTAP 소프트웨어를 찾습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NetApp Support 사이트의 영역입니다.

b.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 ONTAP 9.3 이전 버전의 경우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이미지가 제공되는 HTTP 서버 또는 FTP

서버의 디렉토리로 소프트웨어 이미지(예: 93_q_image.tgz)를 복사합니다.

▪ ONTAP 9.4 이상의 경우 NetApp Support 사이트에서 이미지가 제공되는 HTTP 서버 또는 FTP 서버의
디렉토리 또는 로컬 폴더로 소프트웨어 이미지(예: 97_q_image.tgz)를 복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설치합니다

클러스터 노드에 타겟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ONTAP 9.5 이상 버전에서 NetApp 볼륨 암호화로 시스템을 다운그레이드하거나 되돌릴 경우, NetApp 볼륨
암호화를 포함하는 제한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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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국가의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사용하여 NetApp 볼륨 암호화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다운그레이드하거나 되돌릴 경우 시스템에서 패닉이 발생하고 볼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사라집니다.

a. "Set-Privilege advanced"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 y * 를 입력하여 권한 수준을 advanced로 설정합니다

고급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b. 노드에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설치합니다.

이 명령은 모든 노드에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동시에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각 노드에서 이미지를 한 번에
하나씩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려면 -background 매개 변수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 비 MetroCluster 구성 또는 2노드 MetroCluster 구성('시스템 노드 이미지 업데이트 -node * -package

location-replace-package true-SetDefault true-background true')을 다운그레이드하거나 되돌리는 경우

이 명령은 확장 쿼리를 사용하여 대체 이미지로 설치된 대상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노드의 기본 이미지로
변경합니다.

▪ 4노드 또는 8노드 MetroCluster 구성을 다운로드 또는 되돌리는 경우 두 클러스터 모두에서 'system node

image update-node * -package location-replace-package true-background true-SetDefault false'

명령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확장 쿼리를 사용하여 각 노드에 대체 이미지로 설치된 대상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변경합니다.

c. 메시지가 나타나면 y를 입력하여 계속합니다.

d. S/system node image show-update-progress-node * 라는 각 노드에 소프트웨어 이미지가 다운로드되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명령은 소프트웨어 이미지 다운로드 및 설치의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모든 노드에서 실행 상태 종료 와
종료 상태 가 성공 으로 보고될 때까지 이 명령을 계속 실행해야 합니다.

시스템 노드 이미지 업데이트 명령이 실패하고 오류 또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오류 또는 경고를
해결한 후에는 명령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예는 소프트웨어 이미지가 다운로드되어 두 노드에 성공적으로 설치되는 2노드 클러스터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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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system node image show-update-progress -node *

There is no update/install in progress

Status of most recent operation:

        Run Status:     Exited

        Exit Status:    Success

        Phase:          Run Script

        Exit Message:   After a clean shutdown, image2 will be set as

the default boot image on node0.

There is no update/install in progress

Status of most recent operation:

        Run Status:     Exited

        Exit Status:    Success

        Phase:          Run Script

        Exit Message:   After a clean shutdown, image2 will be set as

the default boot image on node1.

2 entries were acted on.

ONTAP 클러스터를 되돌립니다

클러스터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여 이전 ONTAP 릴리즈로 되돌리려면 스토리지 페일오버 및
데이터 LIF를 비활성화하고, 리버전 전제 조건을 해결하며, 노드에서 클러스터 및 파일 시스템
구성을 되돌린 다음 클러스터의 각 추가 노드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야 합니다.

되돌리기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검증" 및 "사전 점검".

클러스터를 되돌린 경우 재버전을 수행하는 동안 클러스터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 권한 수준을 Advanced:'Set-Privilege advanced’로 설정합니다

계속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 y * 를 입력합니다.

2. 대상 ONTAP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ystem image show

다음 예에서는 버전 9.1이 두 노드에 대한 대체 이미지로 설치된 것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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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system image show

                 Is      Is                 Install

Node     Image   Default Current Vers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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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0

         image1  true    true    9.2        MM/DD/YYYY TIME

         image2  false   false   9.1        MM/DD/YYYY TIME

node1

         image1  true    true    9.2        MM/DD/YYYY TIME

         image2  false   false   9.1        MM/DD/YYYY TIME

4 entries were displayed.

3. 클러스터의 모든 데이터 LIF를 비활성화합니다. 'network interface modify {-role data}-status-admin down'

4. 클러스터 간 FlexCache 관계가 있는지 확인: flexcache origin show-caches -relationship-type

inter-cluster

5. 클러스터 간 변통이 있는 경우 캐시 클러스터에서 데이터 리프터를 해제합니다. network interface modify

-vserver vserver_name -lif lif_name -status-admin down

6. 클러스터가 2개 노드로만 구성된 경우 클러스터 HA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cluster ha modify

-configured false

7.  두 노드 중 하나에서 HA 쌍의 노드에 대한 스토리지 페일오버를 해제합니다. storage failover modify

-node nodename -enabled false

HA 쌍에 대해 스토리지 페일오버를 한 번만 해제하면 됩니다. 노드에 대해 스토리지 페일오버를 해제하면 노드의
파트너에서도 스토리지 페일오버가 해제됩니다.

8.  되돌리려는 노드에 로그인합니다.

노드를 되돌리려면 노드의 노드 관리 LIF를 통해 클러스터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9. 노드의 대상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기본 이미지로 설정합니다. 'system image modify -node nodename

-image target_image -isdefault true’입니다

10. 대상 ONTAP 소프트웨어 이미지가 되돌리려고 하는 노드의 기본 이미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ystem

image show'

다음 예제에서는 버전 9.1이 Node0의 기본 이미지로 설정된 것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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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system image show

                 Is      Is                 Install

Node     Image   Default Current Vers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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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0

         image1  false   true    9.2        MM/DD/YYYY TIME

         image2  true    false   9.1        MM/DD/YYYY TIME

node1

         image1  true    true    9.2        MM/DD/YYYY TIME

         image2  false   false   9.1        MM/DD/YYYY TIME

4 entries were displayed.

11. 클러스터가 2개의 노드로만 구성된 경우 노드에 epsilon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a. 노드가 현재 epsilon: "cluster show-node nodename"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예는 노드가 epsilon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luster1::*> cluster show -node node1

          Node: node1

          UUID: 026efc12-ac1a-11e0-80ed-0f7eba8fc313

       Epsilon: true

   Eligibility: true

        Health: true

a. 노드가 epsilon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노드의 epsilon을 false로 표시하여 epsilon이 노드의 파트너 "cluster

modify -node nodenameA -epsilon false"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합니다

b. 파트너 노드에 epsilon TRUE를 표시하여 epsilon을 노드 파트너에게 전달합니다. 'cluster modify -node

nodenameB -epsilon TRUE'

12. 노드가 재버전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이름 확인 전용 true-version 9.x'

check-only 매개 변수는 다음 예와 같이 되돌리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모든 전제 조건을 식별합니다.

◦ 스토리지 페일오버를 해제하는 중입니다

◦ 스냅샷 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 더 최신 버전의 ONTAP로 업그레이드한 후 생성된 스냅샷 복사본 삭제

13. 'System node revert-to-node nodename-check-only true-version 9.x’라는 전제 조건이 모두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4. 'System node revert-to-node nodename-version 9.x' 노드의 클러스터 구성을 되돌립니다

version 옵션은 타겟 릴리즈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설치하고 검증한 소프트웨어가 ONTAP 9.1인 경우 version

옵션의 올바른 값은 9.1입니다.

22



클러스터 구성을 되돌린 다음 클러스터 쉘에서 로그아웃됩니다.

15. 다시 클러스터 쉘에 로그인한 다음 노드 노데나미 로 전환합니다

클러스터 쉘에 다시 로그온한 후 노드 쉘을 수락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이 실패하면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16. 노드의 파일 시스템 구성을 revert_to 9.x로 되돌립니다

이 명령은 노드의 파일 시스템 구성을 되돌릴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되돌립니다. 전제 조건이 확인되면 해당
조건을 해결한 다음 RECOVERY_TWOD 명령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시스템 콘솔을 사용하여 복원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면 노드 쉘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명령이 완료되면 자동 부팅 기능이 ONTAP로 재부팅됩니다.

autoboot가 false 이면 명령이 로더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되돌리려면 yes를 입력하고 노드를 수동으로
재부팅하려면 boot_ONTAP을 사용합니다.

17. 노드가 재부팅된 후 새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system node image show'

다음 예제에서 image1은 새 ONTAP 버전이며 Node0에서 현재 버전으로 설정됩니다.

cluster1::*> system node image show

                 Is      Is                 Install

Node     Image   Default Current Vers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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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0

         image1  true    true    X.X.X       MM/DD/YYYY TIME

         image2  false   false   Y.Y.Y      MM/DD/YYYY TIME

node1

         image1  true    false   X.X.X      MM/DD/YYYY TIME

         image2  false   true    Y.Y.Y      MM/DD/YYYY TIME

4 entries were displayed.

18.  각 노드에 대해 되돌리기 상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ystem node upgrade-revert show

-node nodename

상태는 완료 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19. 반복합니다 [step-6] 부터 까지 [step-16] 두 HA 쌍 중 다른 노드에 대해

20. 클러스터가 2개의 노드로만 구성된 경우 클러스터 HA를 다시 활성화합니다. 즉, 클러스터 ha 수정 구성 true입니다

21. 이전에 해제된 경우 두 노드에서 스토리지 페일오버를 다시 설정합니다. storage failover modify

-node nodename -enabled true

22. 반복합니다 [step-5] 부터 까지 [step-19] MetroCluster 구성의 각 추가 HA 쌍과 두 클러스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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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를 되돌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운그레이드 또는 되돌리기 후 클러스터 및 스토리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클러스터를 다운그레이드하거나 되돌린 후에는 노드가 정상 상태이고 클러스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가 쿼럼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디스크, 애그리게이트 및 볼륨의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상태를 확인합니다

1. 클러스터의 노드가 온라인 상태이고 클러스터 쇼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cluster1::> cluster show

Node                  Health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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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0                 true    true

node1                 true    true

노드가 정상 상태가 아니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EMS 로그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 조치를 취합니다.

2. 권한 수준을 advanced:+'et-Privilege advanced로 설정합니다

계속하려면 y를 입력하십시오.

3. 각 RDB 프로세스에 대한 구성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epoch 및 데이터베이스 epoch는 각 노드에 대해 일치해야 합니다.

◦ 링당 쿼럼 마스터는 모든 노드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각 링에는 다른 쿼럼 마스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RDB 프로세스를 표시하려면… 이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기능과 클러스터 링 쇼-unitname 관리

볼륨 위치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링 쇼-언이트네임 VLDB

Virtual-Interface Manager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링 쇼-unitname vifmgr

SAN 관리 데몬 '클러스터 링 쇼-언이트네임 bcomd'

이 예에서는 볼륨 위치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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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cluster ring show -unitname vldb

Node      UnitName Epoch    DB Epoch DB Trnxs Master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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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0     vldb     154      154      14847    node0     master

node1     vldb     154      154      14847    node0     secondary

node2     vldb     154      154      14847    node0     secondary

node3     vldb     154      154      14847    node0     secondary

4 entries were displayed.

4. admin 권한 수준으로 복귀:'et-Privilege admin’입니다

5. SAN 환경에서 작동 중인 경우 각 노드가 SAN quorum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벤트 로그 show-severity

Informational-message-name scsibeBlade. *

각 노드에 대한 가장 최근의 scsib블레이드 이벤트 메시지는 SCSI 블레이드가 quorum에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cluster1::*> event log show  -severity informational -message-name

scsiblade.*

Time             Node       Severity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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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DD/YYYY TIME  node0      INFORMATIONAL  scsiblade.in.quorum: The

scsi-blade ...

MM/DD/YYYY TIME  node1      INFORMATIONAL  scsiblade.in.quorum: The

scsi-blade ...

관련 정보

"시스템 관리"

스토리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클러스터를 되돌리거나 다운그레이드한 후에는 디스크, 애그리게이트 및 볼륨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디스크 상태 확인:

확인하려면… 수행할 작업…

손상된 디스크 a. 깨진 디스크를 표시합니다:'스토리지 디스크 표시
상태 파단'

b.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교체합니다.

유지보수 또는 재구성이 진행 중인 디스크 a. 유지 보수, 보류 중 또는 재구성 상태의 디스크를
표시합니다. 스토리지 디스크 표시 상태 유지 관리

보류 중 재구성 중 .. 유지보수 또는 재구성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계속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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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지 Aggregate의 'Storage aggregate show-state! online’을 비롯한 물리적 스토리지와 논리적 스토리지의
상태를 표시하여 모든 애그리게이트가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 명령은 _not_online 인 애그리게이트를 표시합니다. 주요 업그레이드 또는 리버전을 수행하기 전과 후의 모든
애그리게이트는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cluster1::> storage aggregate show -state !online

There are no entries matching your query.

3. "volume show-state! online"이라는 볼륨을 표시하여 모든 볼륨이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주요 업그레이드 또는 재버전을 수행하기 전과 후에 모든 볼륨이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cluster1::> volume show -state !online

There are no entries matching your query.

4. '볼륨 표시 - 불일치 true’라는 일관성 없는 볼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기술 자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WAFL가 일치하지 않는 볼륨으로 표시됩니다" 정합성이 보장되지 않는 볼륨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 정보

"디스크 및 애그리게이트 관리"

MetroCluster 구성에 대해 자동 전환을 활성화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MetroCluster 구성을 재설치한 후 수행해야 하는 추가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MetroCluster modify-auto-switchover-failure-domain auso-on-cluster-disaster’라는 예기치 않은 자동 전환을
활성화합니다

2. MetroCluster 설정 'MetroCluster check run’을 확인한다

되돌리기 후 LIF를 홈 포트로 설정 및 되돌립니다

재부팅 중 일부 LIF는 할당된 페일오버 포트로 마이그레이션되었을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되돌린 후에는 홈 포트에 없는 모든 LIF를 설정 및 되돌려야 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되돌리기 명령은 홈 포트가 작동하고 있을 경우 홈 포트에 없는 LIF를 홈 포트로 되돌립니다. LIF의
홈 포트는 LIF가 생성될 때 지정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how 명령을 사용하여 LIF의 홈 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LIF의 상태를 'network interface show’로 표시합니다

이 예는 SVM(스토리지 가상 머신)에 대한 모든 LIF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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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network interface show -vserver vs0

            Logical    Status     Network            Current

Current Is

Vserver     Interface  Admin/Oper Address/Mask       Node          Por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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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s0

            data001    down/down  192.0.2.120/24     node0         e0e

true

            data002    down/down  192.0.2.121/24     node0         e0f

true

            data003    down/down  192.0.2.122/24     node0         e2a

true

            data004    down/down  192.0.2.123/24     node0         e2b

true

            data005    down/down  192.0.2.124/24     node0         e0e

false

            data006    down/down  192.0.2.125/24     node0         e0f

false

            data007    down/down  192.0.2.126/24     node0         e2a

false

            data008    down/down  192.0.2.127/24     node0         e2b

false

8 entries were displayed.

Status Admin 상태가 DOWN 이거나 is home 상태가 false인 LIF가 나타나면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2. 데이터 LIF를 활성화합니다. 'network interface modify {-role data}-status-admin up'

cluster1::> network interface modify {-role data} -status-admin up

8 entries were modified.

3. LIF를 홈 포트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되돌리기 *'로 되돌립니다

이 명령은 모든 LIF를 홈 포트로 되돌립니다.

cluster1::> network interface revert *

8 entries were acted on.

4. 모든 LIF가 홈 포트인 'network interface show’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예에서는 SVM vs0용 모든 LIF가 홈 포트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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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network interface show -vserver vs0

            Logical    Status     Network            Current

Current Is

Vserver     Interface  Admin/Oper Address/Mask       Node          Por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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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s0

            data001      up/up    192.0.2.120/24     node0         e0e

true

            data002      up/up    192.0.2.121/24     node0         e0f

true

            data003      up/up    192.0.2.122/24     node0         e2a

true

            data004      up/up    192.0.2.123/24     node0         e2b

true

            data005      up/up    192.0.2.124/24     node1         e0e

true

            data006      up/up    192.0.2.125/24     node1         e0f

true

            data007      up/up    192.0.2.126/24     node1         e2a

true

            data008      up/up    192.0.2.127/24     node1         e2b

true

8 entries were displayed.

되돌리기 후 스냅샷 복사본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전 버전의 ONTAP로 되돌린 후에는 스냅샷 복사본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스냅샷 복사본
생성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전 버전의 ONTAP로 되돌리기 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스냅샷 스케줄을 다시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1. 모든 데이터 SVM에 대해 스냅샷 복사본 정책 설정:

'볼륨 스냅샷 정책 수정 - vserver * -enabled true'

'스냅샷 정책 수정 pg-RPO-hourly-enable true

2. 각 노드에 대해 run-nodenameevol optionsroot_vol_namenosnap off 명령을 사용하여 루트 볼륨의 스냅샷
복사본 정책을 설정합니다.

cluster1::> run -node node1 vol options vol0 nosnap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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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액세스 확인(SMB 및 NFS)

구성된 프로토콜의 경우 SMB 및 NFS 클라이언트의 액세스를 테스트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IPv6 방화벽 항목을 확인합니다

ONTAP 9 버전에서 다시 버전을 사용하면 방화벽 정책의 일부 서비스에 대한 기본 IPv6 방화벽
항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방화벽 항목이 시스템에 복원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모든 방화벽 정책을 기본 정책(시스템 서비스 방화벽 정책 표시)과 비교하여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기본 정책을 보여 줍니다.

cluster1::*> system services firewall policy show

Policy           Service    Action IP-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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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

                 dns        allow  0.0.0.0/0

                 http       allow  0.0.0.0/0

                 https      allow  0.0.0.0/0

                 ndmp       allow  0.0.0.0/0

                 ntp        allow  0.0.0.0/0

                 rsh        allow  0.0.0.0/0

                 snmp       allow  0.0.0.0/0

                 ssh        allow  0.0.0.0/0

                 telnet     allow  0.0.0.0/0

data

                 dns        allow  0.0.0.0/0, ::/0

                 http       deny   0.0.0.0/0, ::/0

                 https      deny   0.0.0.0/0, ::/0

                 ndmp       allow  0.0.0.0/0, ::/0

                 ntp        deny   0.0.0.0/0, ::/0

                 rsh        deny   0.0.0.0/0, ::/0

.

.

.

2. 누락된 기본 IPv6 방화벽 항목을 수동으로 추가하려면 새 방화벽 정책인 '시스템 서비스 방화벽 정책 생성’을
만드십시오

cluster1::*> system services firewall policy create -policy newIPv6

-service ssh -action allow -ip-list ::/0

3. 새로운 정책을 LIF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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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network interface modify -vserver VS1 -lif LIF1

-firewall-policy newIPv6

암호 해시 기능을 지원되는 암호화 유형으로 되돌립니다

ONTAP 9.1 또는 ONTAP 9.0에서 ONTAP 8.3.x로 되돌린 경우 SHA-2 계정 사용자는 더 이상
암호를 사용하여 인증할 수 없습니다. MDS 암호화 유형을 사용하려면 암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사용하는 각 SHA-2 사용자 계정에 대한 임시 암호를 설정합니다 되돌리기 전에 식별되었습니다'보안
로그인 비밀번호 - 사용자 이름 user_name - vserver vserver_name'

2.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임시 암호를 알리고 콘솔 또는 SSH 세션을 통해 로그인하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암호를
변경하도록 요청합니다.

SP 펌웨어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SP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설정된 경우(기본값), ONTAP 8.3.x로 다운그레이드하거나 되돌리는
경우 수동 SP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P 펌웨어는 이전 또는 다운그레이드한
ONTAP 버전에서 지원하는 최신 호환 버전으로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SP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권장하지 않음), ONTAP 복원 또는 다운그레이드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복원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한 ONTAP 버전에 대해 지원되는 버전으로 SP 펌웨어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http://["NetApp BIOS/ONTAP Support Matrix를 참조하십시오"]

https://["NetApp 다운로드: 시스템 펌웨어 및 진단"]

서비스 프로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의 변경

ONTAP 9.8 이전 버전에서 사용자 계정을 만든 경우 ONTAP 9.9.1 이상('-role' 매개 변수가
'admin’으로 변경된 경우)으로 업그레이드한 다음 ONTAP 9.8 이전 버전으로 되돌린 다음 '-role'

매개 변수가 원래 값으로 복원됩니다. 그러나 수정된 값이 허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되돌리는 동안 SP 사용자의 역할이 삭제된 경우 "rbac.spuser.role.notfound" EMS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SP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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