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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바이러스 구성

바이러스 백신 구성 개요

NetApp 바이러스 검사(Vscan)를 사용하여 바이러스 또는 기타 악성 코드에 의해 데이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SMB를 통해 파일에 액세스할 때
온액세스 검사를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법과 주문형 검사를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즉시
또는 일정에 따라 검사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시스템 관리자 또는 자동화된 스크립팅 도구가 아닌 ONTAP CLI(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Vsca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scan은 System Manager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https://["Trelix(이전의 McAfee) Endpoint Security Storage Protection"^]

http://["NetApp 기술 보고서 4304: clustered Data ONTAP용 바이러스 백신 솔루션 Symantec"^]

http://["NetApp 기술 보고서 4312: clustered Data ONTAP Trend Micro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NetApp 바이러스 백신 보호 정보

NetApp 바이러스 검사 정보

NetApp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통합 바이러스 백신 기능을 사용하여 바이러스나 기타 악성 코드에
의해 데이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NetApp 바이러스 검사(Vscan)는 업계 최고의
타사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와 ONTAP 기능을 결합하여 검사 대상 파일과 시기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바이러스 검사 작동 방식

스토리지 시스템은 타사 공급업체의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하는 외부 서버로 검사 작업을 오프로드합니다.

NetApp에서 제공하고 외부 서버에 설치된 ONTAP 바이러스 백신 커넥터는 스토리지 시스템과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을 처리합니다.

• 액세스 시 검사 _ 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SMB를 통해 파일을 열거나 읽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닫을 때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버가 파일의 스캔 상태를 보고할 때까지 파일 작업이 일시 중단됩니다.

파일이 이미 스캔되면 ONTAP에서 파일 작업을 허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버에서 스캔을 요청합니다.

액세스 시 스캐닝은 NFS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주문형 검사 _ 을(를) 사용하여 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즉시 또는 일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만 스캔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버는 선택한 파일의 스캔 상태를 업데이트하므로
SMB를 통해 다음에 액세스할 때 해당 파일의 파일 액세스 지연 시간이 일반적으로 줄어듭니다.

NFS를 통해서만 내보낸 볼륨에서도 SVM 네임스페이스에서 모든 경로에 대해 온디맨드 스캐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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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SVM에서 두 스캐닝 모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드에서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설정에 따라 감염된 파일에 대한 치료 조치를 취합니다.

바이러스 검사 워크플로

스캔을 활성화하기 전에 스캐너 풀을 생성하고 스캐너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VM에서 액세스 시 스캔과 온디맨드 스캐닝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FS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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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바이러스 아키텍처

NetApp 바이러스 백신 아키텍처는 Vscan 서버와 일련의 ONTAP 구성 가능으로 구성됩니다.

Vscan 서버 구성 요소

Vscan 서버에 다음 구성 요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 * ONTAP 안티바이러스 커넥터 *

NetApp에서 제공하는 ONTAP 바이러스 백신 커넥터는 ONTAP와 Vscan 서버 간의 통신을 처리합니다.

• *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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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P 호환 타사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는 파일에서 바이러스 또는 기타 악성 코드를 검사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때 감염된 파일에 대해 수행할 치료 조치를 지정합니다.

ONTAP 구성 가능

NetApp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다음 항목을 구성해야 합니다.

• * 스캐너 풀 *

스캐너 풀은 SVM에 연결할 수 있는 Vscan 서버 및 특별 권한 사용자를 정의합니다. 또한 스캔 요청 시간 초과
기간을 정의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스캔 요청이 다른 Vscan 서버로 전송됩니다(사용 가능한 경우).

Vscan 서버의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에서 스캐너 풀 요청 시간 초과 기간보다 5초 이내로 시간
초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시간 제한 기간이 스캔 요청의 시간 초과
기간보다 크기 때문에 파일 액세스가 모두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 * 특별 권한 사용자 *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Vscan 서버에서 SVM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도메인 사용자 계정입니다. 계정은 스캐너
풀에 정의된 권한이 있는 사용자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스캐너 정책 *

스캐너 정책은 스캐너 풀이 활성 상태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캐너 정책은 다음 값 중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기본"은 스캐너 풀이 활성화되도록 지정합니다.

◦ '2차’는 기본 스캐너 풀에 Vscan 서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스캐너 풀이 활성화되도록 지정합니다.

◦ "유휴"는 스캐너 풀이 비활성 상태라고 지정합니다. 스캐너 정책은 시스템 정의입니다. 사용자 정의 스캐너
정책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 액세스 시 정책 *

액세스 시 정책은 액세스 시 검사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스캔할 파일의 최대 크기, 스캔에 포함할 파일의 확장명,

스캔에서 제외할 파일의 확장명 및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읽기-쓰기 볼륨만 스캔됩니다. 읽기 전용 볼륨을 스캔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행 액세스 권한으로 연
파일로 스캔을 제한하는 필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스캔-볼륨’은 읽기 전용 볼륨을 스캔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스캔 실행 액세스’는 실행 권한으로 연 파일로 스캔을 제한합니다.

"접속 실행"은 "실행 권한"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정 클라이언트는 파일이 "실행 의도"로 열린
경우에만 실행 파일에 "실행 액세스"를 가집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Vscan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파일 액세스가 허용되도록 '스캔 필수' 옵션을 꺼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온디맨드 작업 *

온디맨드 작업은 온디맨드 스캔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스캔할 파일의 최대 크기, 스캔에 포함할 파일의 확장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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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스캔에서 제외할 파일의 확장명 및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위 디렉터리의 파일은 기본적으로
스캔됩니다.

cron 일정을 사용하여 작업 실행 시간을 지정합니다. 'vserver vscan on-demand-task run'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을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Vscan 파일 작업 프로필(액세스 시 스캔에만 해당) *

'vserver cifs share create' 명령의 '-vscan-filoop-profile' 매개변수는 SMB 공유에서 바이러스 스캔을 트리거할 수
있는 작업을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는 NetApp 모범 사례인 '표준’으로 설정됩니다.

SMB 공유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필요에 따라 이 매개 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NO-SCAN은 공유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가 트리거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 '표준’은 열기, 닫기 및 이름 바꾸기 작업을 통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행할 수 있음을 지정합니다.

◦ '중독’은 열기, 읽기, 닫기 및 이름 바꾸기 작업을 통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행할 수 있음을 지정합니다.

이 '사전' 프로필은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파일에 액세스하는 상황에 대해 향상된 보안을 제공합니다. 한
클라이언트에서 바이러스를 작성한 후 파일을 닫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서 동일한 파일을 열어 둘 경우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서 읽기 작업을 수행하면 파일이 닫히기 전에 검사가 트리거됩니다.

예상되는 파일이 포함된 공유로 '중독' 프로필을 제한해야 합니다. 프로파일이 다른 프로파일보다 많은 스캔
요청을 생성하므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쓰기 전용 은 수정된 파일이 닫힐 때만 바이러스 검사가 트리거되도록 지정합니다.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름 바꾸기 작업을 수행하면 파일이 새 이름으로 닫히고
스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환경에 보안 문제가 될 경우 '표준' 또는 '중독' 프로필을
사용해야 합니다.

쓰기 전용은 다른 프로파일(스캔 안 함 제외)보다 스캔 요청이 적으므로 일반적으로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공유에 이 프로필을 사용하는 경우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액세스할 수 없도록 검사기는 복구할 수 없는
감염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격리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파일을
닫고 파일이 복구, 삭제 또는 격리되지 않은 경우, 파일에 대한 _기록 없이_에 액세스하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감염됩니다.

Vscan 서버 설치 및 구성

시스템의 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하려면 하나 이상의 Vscan 서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지침에 따라 서버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NetApp에서 제공하는 readme 파일의 지침에 따라 ONTAP 바이러스 백신 커넥터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재해 복구 및 MetroCluster 구성을 위해서는 로컬 및 파트너 클러스터용으로 별도의 Vscan 서버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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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급업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Vscan에서 지원되는 공급업체, 소프트웨어 및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AppInteroperability Matrix를
참조하십시오.

http://["mysupport.netapp.com/matrix"]

ONTAP 안티바이러스 커넥터 요구 사항

• ONTAP Support 사이트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바이러스 백신 커넥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NetApp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 ONTAP 바이러스 백신 커넥터가 지원하는 Windows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AppInteroperability Matrix를
참조하십시오.

http://["mysupport.netapp.com/matrix"]

하나의 클러스터에 다른 Vscan 서버용으로 다양한 버전의 Windows 서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서버에 .NET 3.0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Windows 서버에서 SMB 2.0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스캐너 풀을 구성합니다

스캐너 풀 개요를 구성합니다

스캐너 풀은 SVM에 연결할 수 있는 Vscan 서버 및 특별 권한 사용자를 정의합니다. 스캐너
정책은 스캐너 풀이 활성 상태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SMB 서버에서 내보내기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각 Vscan 서버를 엑스포트 정책에 추가해야 합니다.

단일 클러스터에 스캐너 풀을 생성합니다

스캐너 풀은 SVM에 연결할 수 있는 Vscan 서버 및 특별 권한 사용자를 정의합니다. 개별 SVM

또는 클러스터의 모든 SVM에 대해 스캐너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SVM과 Vscan 서버는 동일한 도메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에 있어야 합니다.

• 개별 SVM용으로 정의된 스캐너 풀의 경우 ONTAP 바이러스 백신 커넥터를 SVM 관리 LIF 또는 SVM 데이터
LIF로 구성해야 합니다.

• 클러스터의 모든 SVM에 대해 정의된 스캐너 풀의 경우 클러스터 관리 LIF에서 ONTAP 바이러스 백신 커넥터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권한이 있는 사용자 목록에는 Vscan 서버가 SVM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도메인 사용자 계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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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스캐너 풀 생성:

'vserver vscan scanner -pool create -vserver data_SVM|cluster_admin_SVM-scanner -pool scanner_pool

-hostname vscan_server_hostname -privileged-users privileged_users'

◦ 개별 SVM용으로 정의된 풀에 대해 데이터 SVM을 지정하고, 클러스터의 모든 SVM에 대해 정의된 풀에 대해
클러스터 관리 SVM을 지정합니다.

◦ 각 Vscan 서버 호스트 이름에 대한 IP 주소 또는 FQDN을 지정합니다.

◦ 권한이 있는 각 사용자의 도메인 및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VS1 VM에 SP라는 스캐너 풀이 생성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scanner-pool create -vserver vs1 -scanner-pool

SP -hostnames 1.1.1.1,vmwin204-27.fsct.nb -privileged-users

cifs\u1,cifs\u2

2. 스캐너 풀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server vscan scanner -pool show

-vserver_data_SVM|cluster_admin_SVM_-scanner -pool_scanner_pool_'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S' 스캐너 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scanner-pool show -vserver vs1 -scanner-pool

SP

                                    Vserver: vs1

                               Scanner Pool: SP

                             Applied Policy: idle

                             Current Status: off

         Cluster on Which Policy Is Applied: -

                  Scanner Pool Config Owner: vserver

       List of IPs of Allowed Vscan Servers: 1.1.1.1, 10.72.204.27

List of Host Names of Allowed Vscan Servers: 1.1.1.1, vmwin204-

27.fsct.nb

                   List of Privileged Users: cifs\u1, cifs\u2

SVM에서 모든 스캐너 풀을 보려면 'vserver vscan scanner -pool show'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명령
구문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etroCluster 구성에서 스캐너 풀을 생성합니다

클러스터의 운영 및 2차 SVM에 해당하는 MetroCluster 구성의 각 클러스터에 기본 및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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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너 풀을 생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 SVM과 Vscan 서버는 동일한 도메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에 있어야 합니다.

• 개별 SVM용으로 정의된 스캐너 풀의 경우 ONTAP 바이러스 백신 커넥터를 SVM 관리 LIF 또는 SVM 데이터
LIF로 구성해야 합니다.

• 클러스터의 모든 SVM에 대해 정의된 스캐너 풀의 경우 클러스터 관리 LIF에서 ONTAP 바이러스 백신 커넥터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MetroCluster 구성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2개의 미러링된 클러스터를 구현하여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각 클러스터는
다른 클러스터의 데이터와 SVM 구성을 동기식으로 복제합니다. 로컬 클러스터의 1차 SVM은 클러스터가 온라인
상태일 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로컬 클러스터의 2차 SVM은 원격 클러스터가 오프라인일 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즉, 클러스터의 1차 및 2차 SVM에 해당하는 MetroCluster 구성의 각 클러스터에 1차 및 2차 스캐너 풀을 생성해야
합니다. 2차 풀은 클러스터에서 2차 SVM의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할 때 활성화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일반적인
MetroCluster 구성을 보여 줍니다.

권한이 있는 사용자 목록에는 Vscan 서버가 SVM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도메인 사용자 계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계

1. 스캐너 풀 생성:

'vserver vscan scanner -pool create -vserver_data_SVM|cluster_admin_SVM_-scanner

-pool_scanner_pool_-hostname_vscan_server_hostname_-privileged-users_privileged_users_'

◦ 개별 SVM용으로 정의된 풀에 대해 데이터 SVM을 지정하고, 클러스터의 모든 SVM에 대해 정의된 풀에 대해
클러스터 관리 SVM을 지정합니다.

◦ 각 Vscan 서버 호스트 이름에 대한 IP 주소 또는 FQDN을 지정합니다.

◦ 권한이 있는 각 사용자의 도메인 및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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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SVM이 포함된 클러스터에서 모든 스캐너 풀을 생성해야 합니다.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MetroCluster 구성의 각 클러스터에 운영 및 2차 스캐너 풀이 생성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scanner-pool create -vserver cifssvm1 -

scanner-pool pool1_for_site1 -hostnames scan1 -privileged-users cifs

\u1,cifs\u2

cluster1::> vserver vscan scanner-pool create -vserver cifssvm1 -

scanner-pool pool1_for_site2 -hostnames scan1 -privileged-users cifs

\u1,cifs\u2

cluster1::> vserver vscan scanner-pool create -vserver cifssvm1 -

scanner-pool pool2_for_site1 -hostnames scan2 -privileged-users cifs

\u1,cifs\u2

cluster1::> vserver vscan scanner-pool create -vserver cifssvm1 -

scanner-pool pool2_for_site2 -hostnames scan2 -privileged-users cifs

\u1,cifs\u2

2. 스캐너 풀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server vscan scanner -pool show

-vserver_data_SVM|cluster_admin_SVM_-scanner -pool_scanner_pool_'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스캐너 풀 'pool1’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scanner-pool show -vserver cifssvm1 -scanner

-pool pool1_for_site1

                                    Vserver: cifssvm1

                               Scanner Pool: pool1_for_site1

                             Applied Policy: idle

                             Current Status: off

         Cluster on Which Policy Is Applied: -

                  Scanner Pool Config Owner: vserver

       List of IPs of Allowed Vscan Servers:

List of Host Names of Allowed Vscan Servers: scan1

                   List of Privileged Users: cifs\u1,cifs\u2

SVM에서 모든 스캐너 풀을 보려면 'vserver vscan scanner -pool show'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명령
구문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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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클러스터에 스캐너 정책을 적용합니다

스캐너 정책은 스캐너 풀이 활성 상태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캐너 풀에 정의된 Vscan 서버가
SVM에 연결될 수 있으려면 먼저 스캐너 풀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스캐너 풀에는 하나의 스캐너 정책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에서 모든 SVM에 대해 스캐너 풀을 생성한 경우 각 SVM에 개별적으로 스캐너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 재해 복구 및 MetroCluster 구성의 경우 로컬 클러스터 및 파트너 클러스터의 스캐너 풀에 스캐너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로컬 클러스터에 대해 생성한 정책에서 'cluster' 매개 변수에 로컬 클러스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파트너 클러스터에
대해 생성한 정책에서 'cluster' 매개 변수에 파트너 클러스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파트너 클러스터가 재해
발생 시 바이러스 검사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캐너 정책 적용:

'vserver vscan scanner -pool apply -policy -vserver data_SVM -scanner -pool scanner_pool -scanner

-policy primary | secondary|idle -cluster cluster_to_apply_policy_on'

스캐너 정책은 다음 값 중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기본"은 스캐너 풀이 활성화되도록 지정합니다.

◦ '2차’는 기본 스캐너 풀에 Vscan 서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스캐너 풀이 활성화되도록 지정합니다.

◦ "유휴"는 스캐너 풀이 비활성 상태라고 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VS1" SVM에서 "P"라는 스캐너 풀이 활성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scanner-pool apply-policy -vserver vs1

-scanner-pool SP  -scanner-policy primary

2. 스캐너 풀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server vscan scanner -pool show -vserver data_SVM|cluster_admin_SVM-scanner -pool scanner_pool'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S' 스캐너 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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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vserver vscan scanner-pool show -vserver vs1 -scanner-pool

SP

                                    Vserver: vs1

                               Scanner Pool: SP

                             Applied Policy: primary

                             Current Status: on

         Cluster on Which Policy Is Applied: cluster1

                  Scanner Pool Config Owner: vserver

       List of IPs of Allowed Vscan Servers: 1.1.1.1, 10.72.204.27

List of Host Names of Allowed Vscan Servers: 1.1.1.1, vmwin204-

27.fsct.nb

                   List of Privileged Users: cifs\u1, cifs\u2

SVM에서 활성 스캐너 풀을 보려면 'vserver vscan scanner -pool show -active'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전체 명령
구문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etroCluster 구성에서 스캐너 정책을 적용합니다

스캐너 정책은 스캐너 풀이 활성 상태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MetroCluster 구성에서 각
클러스터의 기본 및 보조 스캐너 풀에 스캐너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 대해

• 스캐너 풀에는 하나의 스캐너 정책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에서 모든 SVM에 대해 스캐너 풀을 생성한 경우 각 SVM에 개별적으로 스캐너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계

1. 스캐너 정책 적용:

'vserver vscan scanner -pool apply -policy -vserver_data_SVM_ -scanner -pool_scanner_pool_ -scanner

-policy primary|secondary|idle -cluster_cluster_to_apply_policy_on_'

스캐너 정책은 다음 값 중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기본"은 스캐너 풀이 활성화되도록 지정합니다.

◦ '2차’는 기본 스캐너 풀에 Vscan 서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스캐너 풀이 활성화되도록 지정합니다.

◦ "유휴"는 스캐너 풀이 비활성 상태라고 지정합니다.

운영 SVM이 포함된 클러스터에서 모든 스캐너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 명령은 MetroCluster 구성에서 각 클러스터의 기본 및 보조 스캐너 풀에 스캐너 정책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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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vserver vscan scanner-pool apply-policy -vserver cifssvm1

-scanner-pool pool1_for_site1 -scanner-policy primary -cluster cluster1

cluster1::>vserver vscan scanner-pool apply-policy -vserver cifssvm1

-scanner-pool pool2_for_site1 -scanner-policy secondary -cluster

cluster1

cluster1::>vserver vscan scanner-pool apply-policy -vserver cifssvm1

-scanner-pool pool1_for_site2 -scanner-policy primary -cluster cluster2

cluster1::>vserver vscan scanner-pool apply-policy -vserver cifssvm1

-scanner-pool pool2_for_site2 -scanner-policy secondary -cluster

cluster2

2. 스캐너 풀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server vscan scanner -pool show -vserver data_SVM|cluster_admin_SVM-scanner -pool scanner_pool'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스캐너 풀 'pool1’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scanner-pool show -vserver cifssvm1 -scanner

-pool pool1_for_site1

                                    Vserver: cifssvm1

                               Scanner Pool: pool1_for_site1

                             Applied Policy: primary

                             Current Status: on

         Cluster on Which Policy Is Applied: cluster1

                  Scanner Pool Config Owner: vserver

       List of IPs of Allowed Vscan Servers:

List of Host Names of Allowed Vscan Servers: scan1

                   List of Privileged Users: cifs\u1,cifs\u2

SVM에서 활성 스캐너 풀을 보려면 'vserver vscan scanner -pool show -active'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전체 명령
구문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스캐너 풀을 관리하는 명령입니다

스캐너 풀을 수정 및 삭제하고, 스캐너 풀의 권한이 있는 사용자와 Vscan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 풀에 대한 요약 및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작업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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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너 풀을 수정합니다 'vserver vscan scanner-pool modify(가상 Vscan 스캐너
풀 수정)

스캐너 풀을 삭제합니다 'vserver vscan scanner -pool delete'(Vscan scanner

-pool 삭제

스캐너 풀에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vserver vscan scanner-pool privileged-users add'

스캐너 풀에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vserver vscan scanner-pool privileged-users

remove'(Vscan scanner-

Vscan 서버를 스캐너 풀에 추가합니다 'vserver vscan scanner-pool servers add'

스캐너 풀에서 Vscan 서버를 삭제합니다 'vserver vscan scanner-pool servers remove(Vscan

scanner-pool 서버

스캐너 풀에 대한 요약 및 세부 정보를 봅니다 'vserver vscan scanner-pool show'

스캐너 풀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봅니다 'vserver vscan scanner-pool privileged-users

show'(Vscan scanner-pool

모든 스캐너 풀에 대한 Vscan 서버를 봅니다 'vserver vscan scanner-pool servers show'

이러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액세스 시 스캔을 구성합니다

액세스 시 정책을 생성합니다

액세스 시 정책은 액세스 시 검사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스캔할 파일의 최대 크기, 스캔에 포함할
파일의 확장명, 스캔에서 제외할 파일의 확장명 및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SVM 또는
클러스터의 모든 SVM에 대해 액세스 시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ONTAP는 "default_cifs"라는 액세스 시 정책을 생성하고 클러스터의 모든 SVM에 대해 이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Vscan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파일 액세스가 허용되도록 '스캔 필수' 옵션을 꺼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외 경로', '제외 파일' 또는 'ax-file-size'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스캔 제외 대상이 되는 모든 파일은 '필수'

옵션이 On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스캔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필수' 옵션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는 를 참조하십시오 스캔 필수 옵션과 관련된 잠재적인 연결 문제.

기본적으로 읽기-쓰기 볼륨만 스캔됩니다. 읽기 전용 볼륨을 스캔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행 권한으로 연 파일로 스캔을
제한하는 필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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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액세스 시 정책 생성:

'vserver vscan on-access-policy create -vserver_data_SVM|cluster_admin_SVM_-policy

-name_policy_name_-protocol cifs-max-file-size_max_size_of_files_to_scan_ – filters [scan-ro-volume,]

[scan-execute-access] -file-ext-to

-include_ext_ext_ext_ext_exclude_ext_ext_exclude_ext_ext_ext_ext_exclude_exclude_ext_ext_exclude_fi

le_exclude_file_file_scan_exclude_exclude_exclude_file_file_file_file_file_file_file_max-max_max-max-

max-max-max_

◦ 개별 SVM에 정의된 정책에 따라 데이터 SVM을 지정하고, 클러스터의 모든 SVM에 정의된 정책에 따라
클러스터 관리 SVM을 지정합니다.

◦ '-file-ext-to-exclude' 설정은 '-file-ext-to-include'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 확장자가 없는 파일을 스캔하려면 '-scan-files-with-no-ext’를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VS1

VM에 Policy1 이라는 온액세스 정책이 생성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on-access-policy create -vserver vs1 -policy

-name Policy1 -protocol CIFS -filters scan-ro-volume -max-file-size 3GB

-file-ext-to-include “mp*”,"tx*" -file-ext-to-exclude "mp3","txt" -scan

-files-with-no-ext false -paths-to-exclude "\vol\a b\","\vol\a,b\"

2. 액세스 시 정책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server vscan on-access-policy show

-instance_data_SVM|cluster_admin_SVM_-policy-name policy_name'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Policy1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on-access-policy show -instance vs1 -policy

-name Policy1

                           Vserver: vs1

                            Policy: Policy1

                     Policy Status: off

               Policy Config Owner: vserver

              File-Access Protocol: CIFS

                           Filters: scan-ro-volume

                    Mandatory Scan: on

Max File Size Allowed for Scanning: 3GB

            File Paths Not to Scan: \vol\a b\, \vol\a,b\

       File Extensions Not to Scan: mp3, txt

           File Extensions to Scan: mp*, tx*

      Scan Files with No Extension: false

14



액세스 시 정책을 설정합니다

SVM의 파일을 스캔하려면 먼저 SVM에서 액세스 시 정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클러스터에서
모든 SVM에 대해 액세스 시 정책을 생성한 경우 각 SVM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SVM에 대해 액세스 시 정책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액세스 시 정책 활성화:

'vserver vscan on-access-policy enable-vserver data_SVM-policy-name policy_name'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면 VS1 VM에서 Policy1 이라는 온액세스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cluster1::> vserver vscan on-access-policy enable -vserver vs1 -policy

-name Policy1

2. 액세스 시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vserver vscan on-access-policy show -instance_data_SVM_

-policy-name_policy_name_'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Policy1" 액세스 시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on-access-policy show -instance vs1 -policy

-name Policy1

                           Vserver: vs1

                            Policy: Policy1

                     Policy Status: on

               Policy Config Owner: vserver

              File-Access Protocol: CIFS

                           Filters: scan-ro-volume

                    Mandatory Scan: on

Max File Size Allowed for Scanning: 3GB

            File Paths Not to Scan: \vol\a b\, \vol\a,b\

       File Extensions Not to Scan: mp3, txt

           File Extensions to Scan: mp*, tx*

      Scan Files with No Extension: false

SMB 공유에 대한 Vscan 파일 작업 프로필을 수정합니다

SMB 공유를 위한 Vscan 파일 작업 프로필은 공유에서 스캔을 트리거할 수 있는 작업을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는 '표준’으로 설정됩니다. SMB 공유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필요에 따라 매개 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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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 대해

Vscan 파일 작업 프로필에 사용할 수 있는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scan file-operations profile"을 참조하십시오.

"Vscan 파일 작업 프로필(액세스 시 스캔만 해당)"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가 Yes로 설정된 SMB 공유에서는 바이러스 검색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단계

1. SMB 공유에 대한 Vscan 파일 작업 프로파일의 값을 수정합니다. 'vserver cifs share modify

-vserver_data_SVM_-share-name_share_-path_share_path_-vscan-fileop-profile no-

scan|standard|strict|writes-only'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SMB 공유의 Vscan 파일 작업 프로필이 '사전’으로 변경됩니다.

cluster1::> vserver cifs share modify -vserver vs1 -share-name

SALES_SHARE -path /sales -vscan-fileop-profile strict

액세스 시 정책을 관리하는 명령입니다

액세스 시 정책을 수정, 비활성화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요약 및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작업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액세스 시 정책을 수정합니다 'vserver Vscan on-access-policy modify’를
참조하십시오

액세스 시 정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vserver Vscan on-access-policy disable'

액세스 시 정책을 삭제합니다 'vserver Vscan on-access-policy delete

액세스 시 정책에 대한 요약 및 세부 정보를 봅니다 'vserver vscan on-access-policy show’를 참조하십시오

제외할 경로 목록에 추가합니다 'Vscan on-access-policy paths-to-exclude add’를
참조하십시오

제외할 경로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Vscan on-access-policy paths-to-exclude

remove(Vscan on-access-policy paths-to

제외할 경로 목록을 봅니다 'Vscan on-access-policy paths-to-exclude show

제외할 파일 확장명 목록에 추가합니다 'Vscan on-access-policy file-ext-to-exclude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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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할 파일 확장명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Vscan on-access-policy file-ext-to-exclude remove

제외할 파일 확장명 목록을 봅니다 'Vscan on-access-policy file-ext-to-exclude show

포함할 파일 확장명 목록에 추가합니다 'Vscan on-access-policy file-ext-to-include add

포함할 파일 확장명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Vscan on-access-policy file-ext-to-include remove

포함할 파일 확장명 목록을 봅니다 'Vscan on-access-policy file-ext-to-include show

이러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온디맨드 스캐닝 구성

온디맨드 스캐닝 개요 구성

주문형 검사를 사용하여 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즉시 또는 일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만 스캔을 실행하거나 액세스 시 스캔에서 제외되었던 매우 큰
파일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cron 일정을 사용하여 작업 실행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을 만들 때 일정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일정을 지정하지 않고 작업을 생성하고 'vserver vscan on-demand-task schedule' 명령을 사용하여 일정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vserver vscan on-demand-task run' 명령을 사용하여 스케줄을 지정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작업을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SVM에서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스캐닝은 심볼 링크 또는 스트림 파일의 스캔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문형 작업을 만듭니다

온디맨드 작업은 온디맨드 스캔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스캔할 파일의 최대 크기, 스캔에 포함할
파일의 확장명 및 경로, 스캔에서 제외할 파일의 확장명 및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위
디렉터리의 파일은 기본적으로 스캔됩니다.

단계

1. 필요 시 작업 만들기:

server_vscan_schedule -max -file -size_max_size_of_files_to_scan -exclude_extensions

-include_ext_ext_ext_extensions

-vserver_file_to_scan_exclude_file_directory_directory_directory_directory_directory -report

-exclude_file_max_max_max_file_to_recursion_ext_ext_ext_ext_ext_ext_ext_ext_ext_ext_ext_ext_exc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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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_ext_ext_file_file_exclude_file_file_file_file_file_file_file_file_file_file 파일의
vserver_exclude_file_file_file_file_file_file_file_

◦ '-file-ext-to-exclude' 설정은 '-file-ext-to-include'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 확장자가 없는 파일을 스캔하려면 '-scan-files-with-no-ext’를 true로 설정합니다.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면 vs1 VM에 Task1이라는 온액세스 작업이 생성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on-demand-task create -vserver vs1 -task-name

Task1 -scan-paths "/vol1/","/vol2/cifs/" -report-directory "/report"

-schedule daily -max-file-size 5GB -paths-to-exclude "/vol1/cold-files/"

-file-ext-to-include "vmdk?","mp*" -file-ext-to-exclude "mp3","mp4"

-scan-files-with-no-ext false

[Job 126]: Vscan On-Demand job is queued. Use the "job show -id 126"

command to view the status.

+

job show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일시정지 및 작업 재개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을 일시정지 및 재시작하거나 작업 중지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주문형 작업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server vscan on-demand-task show-instance data_SVM-task-

name task_name'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Task1'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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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vserver vscan on-demand-task show -instance vs1 -task-name

Task1

                           Vserver: vs1

                         Task Name: Task1

                List of Scan Paths: /vol1/, /vol2/cifs/

             Report Directory Path: /report

                      Job Schedule: daily

Max File Size Allowed for Scanning: 5GB

            File Paths Not to Scan: /vol1/cold-files/

       File Extensions Not to Scan: mp3, mp4

           File Extensions to Scan: vmdk?, mp*

      Scan Files with No Extension: false

           Request Service Timeout: 5m

                    Cross Junction: true

               Directory Recursion: true

                     Scan Priority: low

                  Report Log Level: info

        Expiration Time for Report: -

작업을 마친 후

작업을 실행하도록 예약하기 전에 SVM에서 스캔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필요 시 작업을 예약합니다

일정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형 작업을 생성했거나 작업에 다른 일정을 할당하려면 "vserver vscan

on-demand-task schedule"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에 일정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vserver vscan on-demand-task schedule' 명령으로 할당된 스케줄은 'vserver vscan on-demand-task create'

명령으로 이미 할당된 스케줄보다 우선합니다.

단계

1. 필요 시 작업 예약:

'vserver vscan on-demand-task schedule - vserver data_SVM-task-name task_name - schedule

cron_schedule'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면 VS2의 VM에서 Task2라는 온액세스 작업을 예약한다.

cluster1::> vserver vscan on-demand-task schedule -vserver vs2 -task

-name Task2 -schedule daily

[Job 142]: Vscan On-Demand job is queued. Use the "job show -id 142"

command to view th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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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how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일시정지 및 작업 재개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을 일시정지 및 재시작하거나 작업 중지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주문형 작업의 일정이 'vserver vscan on-demand-task show-instance data_SVM-task-name task_name’인지
확인합니다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작업 2'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on-demand-task show -instance vs2 -task-name

Task2

                           Vserver: vs2

                         Task Name: Task2

                List of Scan Paths: /vol1/, /vol2/cifs/

             Report Directory Path: /report

                      Job Schedule: daily

Max File Size Allowed for Scanning: 5GB

            File Paths Not to Scan: /vol1/cold-files/

       File Extensions Not to Scan: mp3, mp4

           File Extensions to Scan: vmdk, mp*

      Scan Files with No Extension: false

           Request Service Timeout: 5m

                    Cross Junction: true

               Directory Recursion: true

                     Scan Priority: low

                  Report Log Level: info

작업을 마친 후

작업을 실행하도록 예약하기 전에 SVM에서 스캔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필요 시 작업을 즉시 실행합니다

일정을 할당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 시 작업을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SVM에서 스캔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단계

1. 필요 시 작업을 즉시 실행합니다.

'vserver vscan on-demand-task run-vserver data_SVM-task-name task_name'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면 vs1 VM에서 Task1이라는 온액세스 작업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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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1::> vserver vscan on-demand-task run -vserver vs1 -task-name

Task1

[Job 161]: Vscan On-Demand job is queued. Use the "job show -id 161"

command to view the status.

job show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일시정지 및 작업 재개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을 일시정지 및 재시작하거나 작업 중지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주문형 작업 관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필요 시 작업을 수정, 삭제 또는 예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요약 및 세부 정보를 보고
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작업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필요 시 작업을 수정합니다 'vserver vscan on-demand-task modify(가상 Vscan

주문형 작업 수정)

필요 시 작업을 삭제합니다 'vserver vscan on-demand-task delete'(가상 Vscan

주문형 작업 삭제

필요 시 작업 일정을 취소합니다 'vserver vscan on-demand-task unschedule'

필요 시 작업에 대한 요약 및 세부 정보를 봅니다 'vserver vscan on-demand-task show'

주문형 보고서 보기 'vserver vscan on-demand-task report show'(가상
Vscan 주문형 작업 보고서 표시

필요 시 보고서를 삭제합니다 'vserver Vscan 주문형 작업 보고서 삭제

이러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VM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활성화합니다

액세스 또는 온디맨드 검사를 실행하려면 SVM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Vscan

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

1. SVM에서 바이러스 검사 활성화:

'vserver Vscan enable - vserver data_SVM'

필요한 경우 'vserver Vscan disable' 명령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스캔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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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vs1’의 VM에서 바이러스 검사가 활성화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enable -vserver vs1

2. SVM에서 바이러스 검사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server vscan show -vserver data_SVM'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VS1' VM의 Vscan 상태가 표시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show -vserver vs1

                           Vserver: vs1

                      Vscan Status: on

스캔한 파일의 상태를 재설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vserver Vscan reset'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에 대한 캐시된 정보를 폐기함으로써
SVM에서 성공적으로 스캔된 파일의 스캔 상태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 구성된
검사가 있는 경우 이 명령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검사 처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

'vserver Vscan reset' 명령을 실행하면 다음에 액세스할 때 모든 유효한 파일이 스캔됩니다.

이 명령은 다시 스캔 대상 파일의 수와 크기에 따라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계

1. 스캔한 파일의 상태 재설정:

'vserver Vscan reset - vserver data_SVM'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vs1''의 VM에서 스캔한 파일의 상태가 재설정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reset -vserver vs1

Vscan 이벤트 로그 정보를 봅니다

'vserver Vscan show-events' 명령을 사용하여 감염된 파일에 대한 이벤트 로그 정보, Vscan

서버에 대한 업데이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에 대한 이벤트 정보 또는 지정된 노드,

SVM 또는 Vscan 서버에 대한 이벤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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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

이 작업에는 고급 권한이 필요합니다.

단계

1. 고급 권한 레벨로 변경:

세트 프리빌리지 고급

2. Vscan 이벤트 로그 정보 보기:

'vserver vscan show-events'

전체 옵션 목록은 명령에 대한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클러스터 'cluster1’에 대한 이벤트 로그 정보가 표시됩니다.

cluster1::*> vserver vscan show-events

Vserver     Node            Server          Event Type        Ev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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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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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1         Cluster-01      192.168.1.1     file-infected     9/5/2014

11:37:38

vs1         Cluster-01      192.168.1.1     scanner-updated   9/5/2014

11:37:08

vs1         Cluster-01      192.168.1.1     scanner-connected 9/5/2014

11:34:55

3 entries were displayed.

연결 문제를 해결합니다

스캔 필수 옵션과 관련된 잠재적인 연결 문제

"vserver vscan connection-status show" 명령을 사용하면 연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Vscan 서버 연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액세스 시 스캔에 대한 '스캔 필수' 옵션은 Vscan 서버 연결을 스캐닝에 사용할 수 없을 때 파일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이 옵션은 중요한 안전 기능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활성화하기 전에 LIF가 있는 각 노드의 SVM에 하나 이상의 Vscan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활성화한 후 서버를 SVM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 Vscan 서버 연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일 액세스가 거부되지 않도록 SVM에서 '필수' 옵션을 해제해야 합니다. 서버를 연결한 후 옵션을
다시 켤 수 있습니다.

• 대상 LIF가 SVM을 위한 모든 Vscan 서버 연결을 호스팅하는 경우 LIF가 마이그레이션되면 서버와 SVM 간 연결이
끊어집니다. Vscan 서버 연결을 사용할 수 없어 파일 액세스가 거부되지 않도록 하려면 LIF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필수' 옵션을 해제해야 합니다. LIF가 마이그레이션된 후 옵션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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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SVM에는 최소한 2개의 Vscan 서버가 할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Vscan 서버를 클라이언트 액세스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Vscan 서버 연결 상태를 보기 위한 명령입니다

'vserver vscan connection-status show' 명령을 사용하여 Vscan 서버 연결 상태에 대한 요약
및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작업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Vscan 서버 연결 요약 보기 'vserver vscan connection-status show'

Vscan 서버 연결에 대한 세부 정보를 봅니다 'vserver vscan connection-status show-all’을
선택합니다

연결된 Vscan 서버에 대한 세부 정보를 봅니다 'vserver Vscan connection-status show-

connected'(가상 Vscan 연결 상태 표시 - 연결됨

연결되지 않은 사용 가능한 Vscan 서버에 대한 세부
정보를 봅니다

'vserver Vscan connection-status show-not-

connected'(가상 Vscan 연결 상태 표시 - 연결되지 않음)

이러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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