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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Sun StorageTek 어레이 관리 안내서에서는 Sun StorageTek 6130, 6140 및 6540 어레이
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문서를 읽기 전에
어레이를 구성하기 전에 아래 문서에 나오는 설명에 따라 어레이를 먼저 설치해야 합
니다.

■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시작 안내서

■ Sun StorageTek 6130 어레이 시작 안내서

■ Sun StorageTek 6540 어레이 릴리스 노트

이 문서의 구성 방법
1 장에는 어레이와 관리 소프트웨어의 개요가 제공됩니다. 

2 장에는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3 장에서는 일반 설치 작업을 포함한 연결 및 관리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4 장에서는 볼륨 구성, 볼륨 복사, 볼륨 스냅샷, 저장소 풀과 프로파일, 가상 디스크, 호
스트와 호스트 그룹 및 저장소 도메인을 포함한 어레이 구성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5 장에서는 어레이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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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X 명령 사용
이 설명서에는 시스템 종료, 시스템 부팅 및 장치 구성과 같은 기본적인 UNIX® 명령 및 
절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 문서를 참조
하십시오.

■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 설명서

■ http://docs.sun.com에 나오는 Solaris™ 운영 체제 설명서

쉘 프롬프트

표기 규약

쉘 프롬프트

C 쉘 machine-name%

C 쉘 수퍼유저 machine-name#

Bourne 쉘 및 Korn 쉘 $

Bourne 쉘 및 Korn 쉘 수퍼유저 #

서체 또는 기호* 의미 예

AaBbCc123 명령어 및 파일, 디렉토리 이름; 컴
퓨터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입니다.

.login 파일을 편집하십시오.
모든 파일 목록을 보려면 ls -a 명령어
를 사용하십시오.
% You have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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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설명서

AaBbCc123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으로 컴퓨
터 화면의 출력 내용과 반대입니다.

% su

Password:

AaBbCc123 새로 나오는 용어, 강조 표시할 용
어입니다.
명령줄 변수를 실제 이름이나 가치
값으로 바꾸십시오.

이는 class 옵션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퍼 유
저여야 합니다.
파일 삭제 명령어는 rm filename입니다. 

AaBbCc123 책 제목, 장, 절 Solaris 사용자 설명서
6장 데이터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설정과 이 설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제목 부품 번호

설치 장소 계획 정보 Sun StorageTek 6140 Array Site 
Preparation Guide

819-5046-nn

정보 세트에 포함되지 않은 
최신 정보

Sun StorageTek 6140 Array Release 
Notes

819-5044-nn

Sun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 Enterprise Edition 
Release Notes

819-0432-nn

어레이 설치에 대한 빠른 
참조 정보

Sun StorageTek 6140 Poster 819-5064-nn

온라인 도움말의 인쇄 가능
한 버전

Sun StorageTek 6140 Administratorís 
Guide

819-5050-nn

CLI용 빠른 참조 정보 Sun StorageTek 6140 Array CLI Quick 
Reference Guide

819-5051-nn

규정 및 안전 정보 Sun StorageTek 6140 Array Regulatory 
and Safety Compliance Manual

819-5047-nn

Sun StorEdge 확장 캐비닛 
설치 지침

Sun StorEdge Expansion Cabinet 
Installation and Service Manual

805-3067-nn

Sun Rack 900/1000 캐비닛 
설치 지침

Sun Rack Installation Guide 816-6386-nn

서체 또는 기호* 의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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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설명서에 액세스
다음 웹 사이트에서 Sun 네트워크 저장소 설명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sun.com/products-n-solutions/hardware/docs/
Network_Storage_Solutions

다음 웹 사이트에서 기타 Sun 설명서의 번역된 버전을 비롯한 다양한 문서를 열람, 
인쇄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http://www.sun.com/documentation

타사 웹 사이트
Sun은 이 설명서에서 언급된 타사 웹 사이트의 가용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un은 해당 사이트 또는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 광고, 제품 또는 기타 자료
에 대해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며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Sun은 해당 사이트 또는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관련되어 발생한 
어떠한 실제 또는 주장된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그럴 의무가 없습
니다.

Sun 기술 지원 센터 연락처
본 제품과 관련하여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기술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 URL을 참
조하십시오.

http://www.sun.com/service/cont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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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은 고객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Sun은 설명서의 품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객의 의견 및 제안을 환영합니
다. 다음 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www.sun.com/hwdocs/feedback

다음과 같이 설명서의 제목과 부품 번호를 함께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Sun StorageTek 어레이 관리 안내서, 부품 번호 819-5628-10.
머리말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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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장

개요

이 장에서는 Sun StorageTek 6140, 6130 및 6540 어레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페이지의 "어레이 및 소프트웨어 개요"

■ 7페이지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 개요"



어레이 및 소프트웨어 개요
이 절에서는 어레이와 사용자 계정의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 2페이지의 "Sun StorageTek 6140, 6130 및 6540 어레이 정보"

■ 3페이지의 "어레이 소프트웨어 정보"

Sun StorageTek 6140, 6130 및 6540 
어레이 정보
Sun StorageTek 어레이(6130, 6140 및 6540 포함)는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 가용성, 유연
성 및 관리 기능이 결합된 고성능 엔터프라이즈급 총 4기가비트/초(6140 및 6540 어레
이) 또는 2기가비트/초(6130 어레이)의 광 채 솔루션입니다.

6130, 6140 및 6540 어레이는 랙 마운트 및 확장 가능한 모듈형 어레이로, 단일 제어기 
트레이(1x1) 구성에서부터 하나의 제어기 트레이 뒤로 7개의 추가 확장 트레이가 연결
된 1x8 최대 구성(6130 어레이) 또는 하나의 제어기 트레이 뒤로 6개의 추가 확장 트레
이가 연결된 1x7의 최대 구성(6140 어레이, 그림 1-1)까지 제공됩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un StorageTek 6540 어레이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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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제품 개요

어레이 소프트웨어 정보
어레이 소프트웨어는 컴팩트 디스크(CD)로 제공되며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4페이지의 "관리 소프트웨어"

■ 5페이지의 "원격 CLI 클라이언트"

■ 5페이지의 "모니터링 및 진단 소프트웨어"

■ 5페이지의 "데이터 호스트 소프트웨어" 

■ 6페이지의 "옵션 소프트웨어" 

확장 트레이

제어기 트레이

로컬
관리 호스트

원격
관리 호스트

호스트 1

호스트 2

호스트 3

호스트 4

호스트 5

중복 광 채널

FC 스위치

FC 스위치

이더넷 대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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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페이지의 "관리 관련 서비스" 

필요한 기능을 지정하면 이 기능에 필요한 컴팩트 CD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관리 소프트웨어

웹 기반 관리 소프트웨어는 어레이 구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인터페이스입니다. 관리 
소프트웨어는 외부 관리 호스트에 설치한 도구 모음으로 구성됩니다. 관리 호스트는 
Solaris 8, Solaris 9 또는 Solaris 10 운영 체제(OS)를 실행하는 Sun 워크스테이션이어야 
합니다.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저장소 관리자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관리 호스트로
서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에서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브라우
저 목록은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서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라는 레이
블이 붙어 있는 관리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호스트에 대한 저장소를 제공 및 유지 관리
합니다.

■ 저장소 풀은 일반적인 볼륨 구성을 정의하는 프로파일을 공유하는 볼륨 모음입니다.

■ 저장소 프로파일은 저장소 풀의 특성을 정의합니다. 사전 구성된 프로파일 세트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볼륨은 가상 디스크로 구성되는 저장소 풀로 나뉘어 있으며 환경의 데이터 호스트에
서 사용하는 저장소 공간을 나타냅니다.

■ 독립 디스크의 중복 배열(RAID) 세트라고도 하는 가상 디스크는 둘 이상의 물리적 
디스크의 메모리에 있는 위치 모음입니다. 저장소 어레이는 가상 디스크를 실제 디
스크와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 호스트 그룹은 동일한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하는 호스트의 모음입니다.

■ 스냅샷은 볼륨 내에 있는 데이터의 사본입니다. 스냅샷을 생성하기 위해 어레이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백업에 대해 고가용성 대안을 제공할 뿐 아니
라, 원본 데이터보다 작은 공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볼륨 복사는 동일한 어레이의 다른 데이터 볼륨에 있는 하나의 데이터 볼륨의 전체 
내용 복사입니다.

■ 복제 세트는 주 볼륨과 보조 볼륨 간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보조 볼륨에는 주 볼륨 데
이터의 전체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 복제 소프트웨어가 복제 세트의 볼륨 사
이에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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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CLI 클라이언트

원격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어레이에 대한 저장소를 관리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CLI는 웹 브라우저와 동일한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자주 수행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스크립트 작성도 가능합니다.

원격 CLI 클라이언트는 Solaris 운영 체제(OS) 및 여러 다른 운영 체제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제 플랫폼 목록은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CLI 명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scs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모니터링 및 진단 소프트웨어

Sun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는 어레이용 모니터링 및 진단 도구
입니다. 24시간 주기로 모니터링하여 어레이의 신뢰성, 가용성 및 서비스 용이성(RAS)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un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는 웹 브라우저 또는 명령줄에서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경고를 자동으로 전송하는데, 이러한 경고는 전
자 우편 주소, 호출기 또는 네트워크상의 관리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진단 소프트웨어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경고와 알림을 기록합니다. 로그 파일을 표시하여 이벤트와 경
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 가능한 이벤트의 알림을 전자 우편 주소나 호
출기로 보내도록 이벤트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호스트 소프트웨어

어레이 데이터 호스트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호스트와 어레이 사이의 데이터 경로를 제
어합니다. 데이터 호스트 소프트웨어는 다음 도구로 구성됩니다.

■ 데이터 호스트 및 어레이 사이의 데이터 경로 I/O 연결을 관리하기 위한 Sun 
StorEdge SAN Foundation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에는 Solaris 데이터 호스트의 
저장소 영역 네트워크 (SAN) 데이터 연결, 모니터링 및 전송을 위해 필요한 드라이
버와 유틸리티가 들어 있습니다. 

■ 다중 경로 기능 및 어레이의 저장소와 안정적으로 통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Sun 
StorEdge Traffic Manager 소프트웨어. 

데이터 호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Solaris 8, Solaris 9 및 Solaris 10 워크스테이션
과 기타 운영 체제 플랫폼이 어레이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제 플랫폼 
목록은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Solaris용 데이터 호스트 소프트웨어는 호스트 소프트웨어 설치 CD로 배포됩니다. 또
한 Sun의 Download Center에서 다른 운영 체제용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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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소프트웨어

또한 다음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데이터 경로나 네트워크를 통해 어레이에 연결하여 호
스트상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관리 호스트에 설치하는 Sun StorageTek Enterprise Storage Manager 진단 소프트
웨어

■ 어레이와 대역 외 관리 네트워크로 연결된 Solaris 또는 타사 데이터 호스트에 설치
하는 Sun StorageTek Enterprise Storage Manager 에이전트

■ Solaris 또는 타사 데이터 호스트에 설치하는 동적 다중 경로 기능(DMP)의 
VERITAS Volume Manager (DMP는 Sun StorEdge Traffic Manager 다중 경로 지정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원격 보관 및 투명한 백업을 위한 Sun StorEdge SAM-FS 소프트웨어

■ 클러스터된 구성을 위한 Sun Cluster 또는 Microsoft Clustering 소프트웨어

관리 관련 서비스

저장소의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하이퍼 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보안(HTTPS) 웹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여 어레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HTTPS는 주로 웹 브라우저에서 사
용되고 암호와 데이터로 보호됩니다. 관리 호스트에 있는 원격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저장소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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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구성 요소 개요
이 절에서는 어레이 하드웨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페이지의 "고가용성 사양 정보"

■ 8페이지의 "Sun StorageTek 6140 저장소 어레이 하드웨어 정보"

■ 13페이지의 "Sun StorageTek 6130 저장소 어레이 하드웨어 정보"

고가용성 사양 정보
Sun StorageTek 어레이(6130, 6140 및 6540 포함)는 고도의 신뢰성, 가용성 및 서비스 용
이성(RAS)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어레이 데이터 경로의 모든 구성 요소가 중
복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경로에 단일 장애 지점이 없습니다. 한 구성 요소에 고장이 
발생하면 어레이는 대체 구성 요소로 장애 조치됩니다. 다음 구성 요소는 고가용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저장소 트레이 – 독립 디스크의 중복 배열(RAID) 제어기는 마스터/대체 마스터 모
드에서 작동합니다. 

■ 핫 스페어 드라이브 – 핫 스페어 드라이브는 사용되지 않은 드라이브에서 할당될 수 
있고 항상 전원이 켜져 있어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어레이 가상 디스크의 
일부는 아닙니다. 어레이 핫 스페어는 어레이 구성에서 트레이의 가상 디스크에 대
한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장소 트레이에 핫 스페어가 있는 구성은 고가용성을 지원합니다.

어레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하드웨어 오류를 감지합니다. 구성 요소에서 오류
가 발생하거나 관리 소프트웨어가 오류를 감지하면 해당 구성 요소는 서비스가 중단되
고 어레이의 다른 구성 요소로 기능이 이전됩니다. 어레이는 오류 이벤트를 생성하고 
로그 파일에 기록합니다. 오류 이벤트 및 로그 파일은 Sun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에서 관리합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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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StorageTek 6140 저장소 어레이 하드
웨어 정보
이 절에서는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하드웨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8페이지의 "하드웨어 개요"

■ 9페이지의 "Sun StorageTek 6140 제어기 트레이 정보"

■ 12페이지의 "Sun StorageTek 6140 확장 트레이 정보"

하드웨어 개요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는 최대 16개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할 수 있는 모듈형 
저장소 장치입니다. Sun StorEdge Expansion 캐비닛, Sun Fire 캐비닛 및 Sun Rack 900 
캐비닛에는 하나의 제어기 트레이와 7개의 확장 트레이로 구성된 최대 8개의 트레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전원으로 구성된 어레이 제어기에는 두 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있으며 각각 자체 
배터리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도 각 어레이는 배터리로부
터 충분한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디스크 드
라이브에는 중복성을 위해 모든 드라이브에 걸쳐 미러링된 어레이 정보가 있으므로 정
상적으로 작동하는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원 공급 장치 – 두 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이동식 구성 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수신 AC 전원을 DC 전원으로 변환합니다. 핫스왑이 가능하며 중복성
을 제공합니다. 완전 장착된 섀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하나의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입력 전압 범위는 50-60 사이클/초입니다.

■ 팬 어셈블리 – 각 어레이에는 두 개의 이동식 팬 구성 요소가 있고, 이 구성 요소에는 
각각 두 개의 팬이 들어 있습니다. 팬은 앞쪽의 통기구를 통해 주위 공기를 모아 섀시
로 보내고 각 팬의 뒷면에 있는 통기구로 공기를 배출합니다. 팬은 중복 냉각을 제공
합니다. 이는 둘 중 한 구성 요소의 팬 중 하나에 장애가 있는 경우, 남은 팬이 계속 충
분한 냉각을 제공하여 어레이를 작동시킨다는 뜻입니다. 팬 어셈블리는 어레이 섀시 
뒷쪽에서 핫스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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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StorageTek 6140 제어기 트레이 정보
제어기 트레이에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관리 및 데이터 경로에 장애 조치 기능을 제공
하는 두 개의 독립 디스크의 중복 배열(RAID) 제어기가 포함됩니다. 제어기 트레이는 
광 채널(FC) 디스크 드라이브용으로 구성되고 RAID 기능, 캐싱 및 디스크 저장소를 제
공합니다.

RAID 제어기에는 프로세서 메모리 및 데이터 캐시용 메모리 1 기가바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캐시가 데이터 읽기 및 쓰기 작동 중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프로세서 메모리는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제어기에는 재충전이 가능한 밀폐형 4 볼트 연산(lead-acid)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단전 시 최대 3일 동안 캐시 메모리에 백업 전원을 제공합니다. 2 년마다 배터
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고객이 직접 교체할 수 있으며 어레이 트레이 뒷면에 있
는 제어기 뒤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제어기 트레이는 표 1-1에 나열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 1-1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제어기 트레이

그림 1-2는 제어기 트레이 앞면에 있는 LED와 구성 요소를 보여 줍니다.

설명 수량

FC RAID 제어기 2

FC 디스크 드라이브 5 - 16, 트레이당 4GB 
또는 2GB 드라이브

관리 호스트 연결용 이더넷 포트 4 (제어기당 2)

4/2/1 Gbps FC 호스트 포트 - SFP 포함 8 (제어기당 4)

4/2 Gbps FC 확장 포트 4 (제어기당 2)

전원 공급 장치 2

팬 어셈블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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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제어기 트레이(전면 보기)

그림 1-3은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제어기 트레이의 뒷면에 있는 포트와 스위치를 
보여 줍니다. 

확인 /전원

서비스 동작 허용

서비스 동작 필요

드라이브 LED

경보 취소찾기

접지 스트랩 커넥터

트레이 LED

확인 /전원서비스 동작 필요 전송률 선택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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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제어기 트레이 포트 및 스위치(후면 보기)

표 1-2는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제어기 트레이의 뒷면에 있는 포트와 스위치를 
설명합니다.

표 1-2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제어기 트레이 포트 및 스위치(후면)

포트/스위치 설명

호스트 포트
(Ch1 - Ch4)

4개의 4, 2 또는 1기가비트/초 FC Small Form-factor 플러그인(SFP) 포
트. Ch4 호스트 포트는 원격 복제 요구조건용으로 예약됩니다.

이더넷 포트
(1 및 2)

RAID 제어기의 대역 외 관리에 사용되는 RJ-45 이더넷 포트. 내부 이
더넷 장치는 표준 10메가비트/초 및 100메가비트/초의 전체 이중 연
결을 제공합니다. 

확장 포트
(P1 및 P2)

드라이브 채널 장치와 확장 트레이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2기가비트 
FC 포트. 

직렬 포트 터미널이 트레이에 대한 IP 주소의 표시 또는 구성에 액세스하고 트레
이의 잃어버린 암호를 복구할 수 있는 포트.

1
호스트 포트

이더넷 포트

확장 포트

이더넷 포트

2

확장 포트

34
제어기 B

제어기 A
(역방향 )

1 2 3 4
호스트 포트

1 2

1 2

12

12

직렬 포트

직렬 포트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배터리 백업
케이스

배터리 백업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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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StorageTek 6140 확장 트레이 정보
확장 트레이는 5-16개의 추가 FC 또는 SATA(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확장 트레이는 제어기 트레이에 바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표 1-3은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확장 트레이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1-3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확장 트레이

그림 1-4는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확장 트레이의 뒷면에 있는 포트와 구성 요소
를 보여 줍니다.

그림 1-4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확장 트레이 포트 및 구성 요소(후면)

설명 수량

FC 또는 SATA 디스크 드라이브 FC 하드 디스크 드라이
브 73G10K, 73G15K, 
146G10K

5-16, 4 또는 2기가
비트/초 드라이브

SATA 하드 디스크 드라
이브: 400G7.2

5-16, 4 또는 2기가
비트/초 드라이브

드라이브 확장 포트 4

전원 공급 장치 2

팬 어셈블리 2

확장 포트

확장 포트
1A(In) 1B(Out)

직렬 포트

직렬 포트

예약된
확장 포트

예약된
확장 포트 1A(In)1B(Out)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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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는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확장 트레이의 뒷면에 있는 포트와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표 1-4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 확장 트레이 포트 및 구성 요소(후면)

Sun StorageTek 6130 저장소 어레이 
하드웨어 정보
이 절에서는 Sun StorageTek 6130 하드웨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 13페이지의 "하드웨어 개요"

■ 14페이지의 "Sun StorageTek 6130 제어기 트레이 정보"

■ 15페이지의 "Sun StorageTek 6130 확장 트레이 정보"

하드웨어 개요
Sun StorageTek 6130 어레이는 최대 14개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할 수 있는 모듈형 
저장소 장치입니다. Sun StorEdge Expansion 캐비닛, Sun Fire 캐비닛 및 Sun Rack 
900/1000 캐비닛에는 하나의 제어기 트레이와 7개의 확장 트레이로 구성된 최대 8개의 
어레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전원으로 구성된 어레이에는 두 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있으며 각각 자체 배터리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도 각 어레이는 배터리로부터 충분
한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디스크 드라이브
에는 중복성을 위해 모든 드라이브에 걸쳐 미러링된 어레이 정보가 있으므로 정상적으
로 작동하는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트/스위치/LED 설명

확장 포트
2A(In), 2B(Out)

어레이 제어기 및/또는 추가 확장 트레이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2개의 4 또는 2기가비트 FC 포트. 

직렬 포트 터미널이 트레이에 대한 IP 주소의 표시 또는 구성에 액세스하고 트레
이의 잃어버린 암호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장 하드웨어 구성 요소 개요 13



■ 전원 공급 장치 – 두 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이동식 구성 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수신 AC 전원을 DC 전원으로 변환합니다. 핫스왑이 가능하며 중복성
을 제공합니다. 완전 장착된 섀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하나의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합니다.

■ 팬 어셈블리 – 각 어레이에는 두 개의 이동식 팬 구성 요소가 있고, 이 구성 요소에는 
각각 두 개의 팬이 들어 있습니다. 팬은 앞쪽의 통기구를 통해 주위 공기를 모아 섀시
로 보내고 각 팬의 뒷면에 있는 통기구로 공기를 배출합니다. 팬은 중복 냉각을 제공
합니다. 이는 둘 중 한 구성 요소의 팬 중 하나에 장애가 있는 경우, 남은 팬이 계속 충
분한 냉각을 제공하여 어레이를 작동시킨다는 뜻입니다. 팬 어셈블리는 어레이 섀시 
뒷쪽에서 핫스왑이 가능합니다.

Sun StorageTek 6130 제어기 트레이 정보
제어기 트레이에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관리 경로에 장애 조치 기능을 제공하는 두 개
의 독립 디스크의 중복 배열(RAID) 제어기가 포함됩니다. 제어기 트레이는 광 채널
(FC) 디스크 드라이브용으로 구성되고 RAID 기능, 캐싱 및 디스크 저장소를 제공합니
다.

RAID 제어기에는 프로세서 메모리 및 데이터 캐시용 메모리 1기가바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캐시가 데이터 읽기 및 쓰기 작동 중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
는 반면 프로세서 메모리는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제어기에는 재충전이 가능한 밀폐형 4 볼트 연산(lead-acid)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단전 시 최대 3일 동안 캐시 메모리에 백업 전원을 제공합니다. 2년마다 배터
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Sun StorageTek 6130 어레이 제어기 트레이는 표 1-5에 나열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 1-5 Sun StorageTek 6130 어레이 제어기 트레이

설명 수량

FC RAID 제어기 2

FC 3.5인치 드라이브 트레이당 5 - 14

FC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73G10K, 73G15K, 
146G10K, 146G15K, 300G10K - SFP(Small Form-
factor 플러그인) 10K 포함

관리 호스트 연결용 이더넷 포트 2(제어기당 1)

초당 2기가비트/초(Gbps) FC 호스트 포트 - SFP 
포함

4(제어기당 2)

2 Gbps FC 확장 포트 2(제어기당 1)

전원 공급 장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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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 트레이 앞면에 있는 발광 다이오드(LED)및 스위치는 제어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제어기 트레이 뒷면에 있는 포트, 스위치 및 LED를 사용
하여 제어기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설치하는 동안 특히 유용합니다. 

그림 1-5는 Sun StorageTek 6130 제어기 트레이의 전면 보기에 있는 LED를 보여 줍니
다.

그림 1-5 Sun StorageTek 6130 어레이 제어기 트레이의 앞면에 있는 LED

Sun StorageTek 6130 확장 트레이 정보
확장 트레이는 최대 14개의 추가 광 채널(FC) 또는 SATA (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확장 트레이는 제어기 트레이에 바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확장 트레이에서 FC 및 SATA 디스크 드라이브를 혼합할 수 없습니다. 단일 확
장 트레이의 모든 드라이브는 동일한 유형이어야 합니다(모두 FC 드라이브이거나 모두 
SATA 드라이브여야 합니다). 

팬 어셈블리 2

설명 수량

전원 LED

요약
오류 LED

드라이브 세트 ID/
오류 LED

제자리의 드라이브 /
활성 LED

경보 재설정
스위치
1 장 하드웨어 구성 요소 개요 15



Sun StorageTek 6130 어레이 확장 트레이는 표 1-6에 나열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
습니다.

표 1-6 Sun StorageTek 6130 어레이 확장 트레이
.

그림 1-6은 Sun StorageTek 6130 어레이 확장 트레이의 전면 보기와 후면 보기를 보여 
줍니다.

그림 1-6 Sun StorageTek 6130 어레이 확장 트레이 - 전면 및 후면 보기

설명 수량

FC 또는 SATA 3.5인치 드라이브 5 - 14

FC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73G10K, 73G15K, 
146G10K, 146G15K, 300G10K

SATA 모델: 400G7.2K

입출력 확장 포트가 있는 I/O 트레이 2

전원 공급 장치 2

팬 어셈블리 2

전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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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사용

이 장에서는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8페이지의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정보"

■ 18페이지의 "페이지 배너 정보"

■ 19페이지의 "탐색 트리 정보"

■ 20페이지의 "페이지 내용 영역 정보"

■ 21페이지의 "표 정보의 표시 제어"

■ 22페이지의 "상태 아이콘 정보"

■ 23페이지의 "양식 사용"

■ 24페이지의 "시스템 요소 검색"

■ 25페이지의 "도움말 사용"

■ 26페이지의 "관리 소프트웨어 로그아웃"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정보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을 구성,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인
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웹 페이지를 탐색하듯이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통
해 탐색할 수 있습니다. 탐색 트리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내의 페이지 사이를 이동
합니다. 링크를 눌러 선택한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누를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에 
표시된 정보를 정렬 및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터를 버튼, 트리 객체, 링크, 아이
콘 또는 열 위에 놓으면 도구 팁이 해당 객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각 페이지는 양식이나 표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표시합니다. 

페이지 배너 정보
각 페이지의 맨 위에 가로로 놓인 배너는 응용 프로그램의 버튼, 링크, 시스템 정보, 경
보 상태 및 이름을 표시합니다. 

표 2-1은 배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2-1 배너의 내용

버튼 설명

구성 소프트웨어와 진단 소프트웨어 사이를 탐색할 수 있는 Java 웹 콘
솔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및 저작권 정보를 표시합니다. 

현재 페이지를 새로 고칩니다.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논리적 및 물리적 요소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
다.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찾으려는 구성 요소에 대한 이름이나 월드 와
이드 이름(WWN)을 입력합니다. 별표(*)를 사용하면 선택한 구성 요소
의 모든 인스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초기화 장치
를 검색하거나 지정한 이름 또는 WWN과 일치하는 초기화 장치만 검
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의 "시스템 요소 검색"을 참
조하십시오.

Java 웹 콘솔 및 응용 현재 프로그램에서 로그아웃합니다.

별도의 창에 온라인 도움말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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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트리 정보
인터페이스의 왼쪽 표시 영역에 탐색 트리가 표시됩니다. 탐색 트리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내의 폴더와 페이지 사이를 이동합니다. 

탐색 표시 영역 맨 위에는 Change Array 링크가 표시됩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관리할 
다른 어레이를 선택할 수 있는 Array Summary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표 2-2는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 탐색 트리의 최상위 객체를 설명합니
다.

시스템 정보 및 상태

시스템에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시스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시스템에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의 수를 표시합니다. 링크를 누
르면 각 로그인된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역할, 클라이언트 유형 및 IP 
주소가 표시된 Active User Summary가 열립니다.

관리 중인 서버에서 데이터를 검색한 최종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브라우저 창을 새로 고침 또는 브라우저에서 작업 수행할 때마다 최신 
데이터가 수집되고 표시됩니다.

각 경보 유형의 현재 수를 표시합니다. 경보에는 다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지,  심각,  중요 및  일반.

경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현재 경보 탭을 누르십시오.
구성 서비스 창에서 현재 경보를 누르면 별도의 창에 진단 환경이 시작
되고 Alarm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표 2-2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 트리 최상위 구성 요소

탭 설명

논리적 저장소 볼륨, 스냅샷, 복제 세트, 가상 디스크, 저장소 풀, 저장소 프로파일 및 저장소 도메
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표 2-1 배너의 내용 (계속)

버튼 설명
2 장 탐색 트리 정보 19



페이지 내용 영역 정보
각 페이지의 내용 절은 저장소 또는 시스템 정보를 양식이나 표로 표시합니다. 페이지
의 링크를 누르면 작업을 수행하거나 페이지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탐색 트리에
서 객체를 눌러 페이지 사이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저장소 초기화 장치, 포트, 어레이, 트레이, 디스크 및 외부 저장소 장치를 구성할 수 있습
니다.

매핑 시스템 전체 매핑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재 구성 작업 및 구성 작업 내역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관리 시스템 기능 및 관리 구성 요소를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표 2-2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 트리 최상위 구성 요소 (계속)

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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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보의 표시 제어
표는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표 2-3은 페이지의 데이터 표시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설명합니다.

표 2-3 표 객체

제어/표시기 설명

관심이 있는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필터링할 경우 다음 지침에 따르십시오.
• 필터에는 최소한 하나의 정의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필터는 현재 서버에만 적용됩니다. 여러 
서버 사이에서 표에 필터를 적용할 수 없
습니다. 

표를 필터링하려면 표의 필터 드롭다운 메
뉴에서 원하는 필터 기준을 선택합니다. 

한 번에 한 페이지에서 모든 행을 표시하거
나 15 또는 25행을 표시하도록 전환할 수 있
습니다. 표에 맨 위 아이콘이 표시될 때 표
의 모든 데이터를 페이지 이동하려면 해당 
아이콘을 누릅니다. 표에 맨 아래 아이콘이 
표시될 때 15 또는 25행의 데이터를 페이지 
이동하려면 해당 아이콘을 누릅니다.

표에 있는 모든 선택란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 있는 모
든 선택란을 선택하려면 왼쪽 아이콘을 사
용합니다. 현재 페이지에 있는 모든 선택란
을 지우려면 오른쪽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표의 열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나
타냅니다. 오름차순 정렬 순서는 숫자(0 - 
9), 대문자(A - Z), 소문자(a - z) 순입니다. 
열의 정렬 순서를 내림차순으로 변경하려면 
이 아이콘을 누릅니다. 
닫힌 아이콘은 표가 현재 정렬되는 기준 열
을 나타냅니다. 

표의 열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나
타냅니다. 내림차순 정렬 순서는 소문자(z - 
a), 대문자(Z - A), 숫자(0 - 9) 순입니다.
열의 정렬 순서를 오름차순으로 변경하려면 
이 아이콘을 누릅니다. 
닫힌 아이콘은 표가 현재 정렬되는 기준 열
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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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아이콘 정보
사용자가 객체의 상태를 주목하도록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표 2-4는 이러한 상태 아이
콘을 설명합니다.

표시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처음 25개의 표 항목을 표시하려면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이전 25개의 표 항목을 표
시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15 또는 25개의 표 항목을 표시하려면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 15 또는 25개
의 표 항목을 표시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누
릅니다.

표의 페이지 수를 나타내고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다른 페이지를 보려
면 페이지 필드에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고 
이동을 누릅니다.

표 2-4 상태 아이콘

제어/표시기 설명

심각한 오류를 식별합니다. 고장난 객체에 
대한 즉각적인 주의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식별합니다. 정상적
으로 작동하는 매개변수 내에서 객체가 작
동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상태를 식별합니다. 현재 시점에
서 상태에 대한 보고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표 2-3 표 객체 (계속)

제어/표시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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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사용
양식에는 사용 가능한 옵션을 선택하고 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 버튼, 링
크 및 텍스트 필드가 있습니다. 표 2-5는 이러한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2-5 양식 제어

제어/표시기 설명

이 필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나열합니다. 

이 아이콘 옆에 있는 텍스트로 표시되는 양
식의 일부를 표시합니다.

양식의 맨 위로 되돌아갑니다.

선택사항 및 항목을 저장합니다. 

모든 페이지 요소를 페이지에 처음 액세스
했을 때 표시된 원래의 선택사항으로 설정
합니다. 

현재 설정을 취소합니다.

현재 설정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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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소 검색
모든 구성 서비스 페이지의 배너에 있는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논리적 및 물
리적 요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정한 용어와 일치하는 특정 요소에 대해 선택한 유형의 모든 요소를 검색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모든 초기화 장치를 검색하거나 특정 월드 와이드 이름(WWN)을 포함
하는 초기화 장치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2. 배너에서 Search를 누릅니다. 

Search 창이 표시됩니다.

3. 찾으려는 구성 요소 유형을 선택합니다. 어레이, 디스크, 초기화 장치, 저장소 풀, 저
장소 프로파일, 트레이, 가상 디스크, 호스트, 호스트 그룹, 볼륨, 복제 세트, 스냅샷 
또는 모든 시스템 요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검색 범위를 좁히려는 경우 텍스트 필드에 용어를 입력합니다. 

■ 이름이나 설명 필드에 지정한 용어가 포함된 모든 요소가 검색됩니다. 예를 들어 
"primary"라는 용어를 검색하면 primary, demoprimary, primarydemo 및 
firstprimarylast라는 이름의 요소가 검색됩니다.

■ 검색 기능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primary"라는 용어를 검
색하면 primary, Primary, PRIMARY, primary 및 기타 대소문자 조합이 포함된 
요소가 검색됩니다.

■ 검색 용어에 공백이나 특수 문자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 선택한 유형의 모든 요소를 검색하려는 경우 와일드카드(*)만 사용해야 합니다. 
검색 용어와 함께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경우 시스템이 별
표 문자를 검색하게 됩니다.

5. Search를 누릅니다.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6. Back을 눌러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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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사용
구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웹 브라우저의 배너에 있는 도움말을 누르십
시오. 도움말 창은 왼쪽의 탐색 표시 영역 및 오른쪽의 항목 표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도움말 항목을 표시하려면, 탐색 표시 영역의 내용, 색인 및 검색 탭을 사용합니다. 검색 
기능에 대해 알려면 검색 탭을 누르고 검색 팁을 누릅니다. 표 2-6은 도움말 탭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2-7은 도움말 창 아이콘을 설명합니다.

표 2-6 도움말 탭

탭 설명

내용 하위 항목을 표시하려면 폴더 아이콘을 누릅니다. 항목 표시 영역에 해
당 항목에 대한 도움말 페이지를 표시하려면 페이지 아이콘을 누릅니다. 

색인 색인 항목을 눌러 해당 항목에 대한 도움말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검색 검색하려는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은 관련
된 순으로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항목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항목 링크
를 눌러 해당 항목에 대한 도움말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검색 결과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검색 팁 링크를 누릅
니다. 
항목에서 특정 단어 또는 구문을 검색하려면 항목 표시 영역을 누르고 
Ctrl+F를 누르고 검색하려는 단어 또는 구문을 입력한 후 찾기를 누릅
니다.

표 2-7 도움말 아이콘

제어/표시기 설명

현재 세션에서 보았던 이전 도움말 항목으
로 돌아가려는 경우 누릅니다.

현재 세션에서 보았던 다음 도움말 항목으
로 이동하려면 누릅니다.

현재 도움말 항목을 인쇄하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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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프트웨어 로그아웃
소프트웨어를 로그아웃하려면 창 배너의 Log Out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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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연결 및 관리 작업 수행

이 장에서는 연결 및 관리 작업 수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 28페이지의 "연결 작업"

■ 31페이지의 "관리 작업"



연결 작업
이 절에는 네트워크 연결 설정 및 기타 관리 작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8페이지의 "사이트 LAN에서 관리"

■ 29페이지의 "LAN과 격리된 어레이 관리"

■ 29페이지의 "원격 CLI 클라이언트 설치"

■ 30페이지의 "호스트 버스 어댑터 정보"

■ 30페이지의 "다중 경로 지정 정보"

사이트 LAN에서 관리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 호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어느 호스트에서나 브라우
저를 사용하여 어레이에 설치된 저장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어레이에 사이트 근거리 통신망(LAN)의 관리 호스트를 연
결합니다. 케이블 연결과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어레이
에 대한 시작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어레이의 사이트 LAN 연결 방식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적 IP 주소. 어레이는 LAN에 로그인할 때마다 사이트의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
콜(DHCP) 서버에서 해당 IP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정적 IP 주소. 마스터 및 대체 마스터 제어기에 고정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 IP 주소. 마스터 및 대체 마스터 제어기에 기본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에서 어레이에 허용되는 액세스 레벨.

또한 sscs 명령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또는 원격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클라이언트
를 사용하는 스크립트를 통해 어레이를 관리하고 시스템 문제를 모니터링, 진단,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원격 CLI 클라이언트는 Solaris, Microsoft Windows, LINUX, IBM AIX 
및 HPUX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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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과 격리된 어레이 관리
사이트의 보안 요건이 어레이를 반드시 LAN과 격리시키도록 지정되어 있으면 다음 절
차를 사용합니다.

■ 관리 호스트를 사용하여 어레이를 설정 및 구성합니다.

■ 어레이 구성이 끝났으면 관리 호스트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어레이를 재구성해야 할 때마다 관리 호스트를 다시 연결합니다.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어레이의 관리 호스트와 외부 LAN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원격 CLI 클라이언트 설치
관리 호스트 이외의 호스트에서 sscs 명령을 사용하여 어레이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호스트 설치 소프트웨어 CD에 브라우저 인터페이스가 지원하는 모든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원격 명령줄 인터페이스(CLI)가 포함됩니다. 명령어는 생성하는 스크립트에서 사
용할 수도 있고 터미널 창의 명령줄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다음 
유형의 호스트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Solaris

■ IBM AIX

■ Red Hat Linux

■ HP-UX

■ Windows 2000, XP

Solaris 호스트에 원격 CLI를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Host Installation Software CD를 넣습니다.

2. install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3. 원격 구성 CLI를 선택합니다.

관리 서비스의 명령어는 sscs이며 작업과 직접 관련된 하위 명령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명령어 목록은 sscs(1M) 메인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해당 어레이의 시작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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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버스 어댑터 정보
데이터 호스트는 어레이를 저장소에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버스 어댑터
(HBA)를 사용하여 어레이에 데이터 호스트를 연결하는 경우 HBA가 초기화 장치입니
다. HBA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어레이의 광 채널(FC) 포트에 연결됩니다.

하나 또는 두 개의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를 사용해서 데이터 호스트를 어레이에 직
접 연결하고 나면 luxadm(1M) 명령을 사용하여 HBA의 펌웨어 레벨을 확인합니다. 펌
웨어 버전이 올바르지 않으면 호스트 설치 소프트웨어 CD를 사용하여 Sun StorageTek 
SAN Foundation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 초기화 장치를 구성하고 호스트 
및 호스트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 경로 지정 정보
다중 경로 장애 조치라고도 하는 다중 경로 지정을 사용하면 어레이이나 네트워크에서 
어댑터 장애를 탐지하고 다른 어댑터로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중 경로는 데
이터 경로가 활성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가용성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중 경로는 
또한 여러 경로 간의 I/O를 어레이에 분산시킴으로써 멀티 제어기 디스크 어레이 수준
으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레이에서 저장소 풀은 기본적으로 다중 경로 지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경로를 완료
하려면 데이터 호스트에 다중 경로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데이터 호스트
에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제품이 필요합니다.

■ MPxIO라고도 하는 Sun StorEdge Traffic Manager는 광 채널 연결 저장소 장치용 
Sun의 다중 경로 지정 솔루션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Sun StorEdge SAN 
Foundation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설
치 및 구성에 관한 정보는 SAN Foundation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동적 다중 경로 기능을 갖춘 VERITAS Volume Manager (D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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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작업
이 절에서는 어레이에 대한 관리 작업 수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 31페이지의 "저장소 어레이 액세스, 추가 및 삭제"

■ 34페이지의 "일반 설정 지정"

■ 38페이지의 "어레이 IP 주소 설정"

■ 39페이지의 "사용자 계정 관리"

■ 42페이지의 "라이센스 관리"

■ 44페이지의 "이벤트 정보 표시"

■ 45페이지의 "성능 모니터링"

■ 45페이지의 "작업 관리"

■ 47페이지의 "작업 로그 보기"

저장소 어레이 액세스, 추가 및 삭제
관리 소프트웨어에 로그인하면 Array Summary 페이지에 사용 가능한 어레이가 나열
됩니다. 

기존 어레이를 관리하려면 해당 어레이를 누릅니다. 그러면 복제 세트, 호스트 그룹, 호
스트, 초기화 장치, 저장소 풀, 볼륨, 가상 디스크, 트레이 및 디스크를 포함하여 어레이
와 연결된 논리적 및 물리적 구성요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동 검색 또는 수동으로 개별 등록하여 추가 어레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어레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정보 표시
사용 가능한 어레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어레이 이름을 눌러 해당 어레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봅니다. 

선택한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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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 등록 계획
Array Registration 마법사를 사용하여 관리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어레이를 자동 검색하도록 하거나, 어레이를 수동으로 등록
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검색 프로세스에서는 로컬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등록되
지 않은 어레이를 식별합니다. 어레이 관리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의 장치를 폴링하여 
사용 가능한 새 어레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검색 프로세스는 완료 상태를 
나타내는 백분율을 표시합니다. 완료되면 검색된 어레이 목록이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하나 이상의 어레이를 선택하여 목록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동 등록을 사용하면 해당 제어기의 IP 주소를 식별하여 어레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옵션은 로컬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저장소 어레이를 추가하는 경우에만 사
용됩니다.

Array Registration 마법사에 각 어레이에 대한 펌웨어 정보가 표시되고, Sun StorageTek 
6140과 6130 어레이를 각각 현재 펌웨어 기준 레벨로 가져오는 데 권장되는 작업이 나열
됩니다. 권장 펌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을 바로 수행하도록 선택하거나, Array Summary 
페이지 또는 Administration > General 페이지에서 해당 어레이를 선택하고 Upgrade 
Firmware 버튼을 눌러 나중에 어레이 펌웨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Sun StorageTek 6540 어레이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어레이 등록
어레이를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Register를 누릅니다.

관리 소프트웨어가 Register Array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3. 마법사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어레이 삭제
어레이를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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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된 어레이 목록에서 제거하려는 어레이의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Remove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3. Remove를 누릅니다.

어레이 펌웨어 업그레이드
최적의 성능을 위해 모든 어레이의 펌웨어를 현재 펌웨어 기준 레벨로 맞추는 것이 좋
습니다. Sun StorageTek 6140 및 6130 어레이의 경우 어레이를 등록하는 동안 어레이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Sun StorageTek 6540 어레이에 대해 펌웨어를 업
그레이드하려면 Sun StorageTek 6540 릴리스 노트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어레이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표시된 어레이 중 하나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Upgrade Firmware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3. Upgrade Firmware를 누릅니다.

관리 소프트웨어가 Upgrade Firmware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4. 마법사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주: 어레이를 등록하는 동안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General Setup 페이지에
서 Upgrade Firmware 마법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레이 상태 모니터링
어레이 상태를 모니터링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어레이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필드의 값을 참조하십시오.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OK - 저장소 어레이의 모든 구성 요소가 원하는 작동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 Degraded - 관리 호스트가 저장소 어레이와 통신할 수는 있지만 어레이의 문제에 
개입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레이의 기본 I/O 제어기 경로에 없는 볼
륨이 어레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정하려면, Redistribute Volumes 버
튼을 누릅니다. 어레이가 저하 상태인 경우, Sun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에 액세스하여 이 문제의 해결 및 정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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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호스트와 저장소 어레이 사이의 데이터 경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
우, 다중 경로 드라이버는 해당 기본 소유자 제어기에서 볼륨을 이동합니다. 볼륨
을 재분배하면 볼륨이 해당 기본 제어기로 되돌아 갑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은 볼륨을 사용하는 동안에 볼륨을 재분배하면, 다중 경
로 드라이버가 데이터 호스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I/O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볼륨을 재분배하기 전에 볼륨이 사용중이 아닌지 또는 영향을 받은 볼륨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에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Error - 관리 호스트가 해당 네트워크 관리 연결에서 저장소 어레이의 제어기와 
통신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Sun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
에 액세스하여 이 문제의 해결 및 정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일반 설정 지정
General Setup 페이지를 사용하면 암호를 관리하고, 어레이 세부사항을 보고 지정하며, 
어레이에서 디스크 스크러빙을 활성화하고, 어레이에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이 페이지의 정보를 볼 수 있으나 설정을 변경하려면 storage 역할로 사용자 
로그인해야 합니다.

어레이 암호 정보
어레이 암호는 어레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알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암호를 설정할 때 관리 소프트웨어는 해당 어레이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된 사본 암
호를 저장합니다. 그런 후에, 관리 소프트웨어는 암호 시도없이 어레이의 수정 작업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암호는 항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암호를 변경하면 해당 어레이 등록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암호를 관리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여러 관리 호스트는 단일 어레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체 어레이 등록 데이터베
이스를 가지는 각 관리 호스트는 관리 소프트웨어의 자체 인스턴스를 가집니다. 어레이
의 수정 작업을 실행하는 관리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 소프트웨어의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어레이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암호는 어레이의 암호 설정과 일치해야 합니
다. 관리 호스트의 어레이 암호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관리 호스트에서 사용하는 어레
이 등록 데이터베이스만이 변경된 암호로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다른 관리 호스트가 
해당 어레이의 수정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관리 호스트에 대한 어레이 등록 데이
터베이스가 새 암호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어레이가 암호없이 등록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유형으로 등록된 경우, 어레이 등록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암호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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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암호가 어레이 암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레이
의 수정 작업을 시도할 때 다음의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유효한 암호를 제공하지 
않아서 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어레이 암호 변경
어레이 암호를 변경하고 어레이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암호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암호를 변경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General Settings를 선택합니다.

General Setup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Manage Passwords를 누릅니다.

Manage Password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어레이 암호를 변경하려면 Change Array Password를 선택합니다. 암호를 변경
하면 암호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암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어레이에 설정한 암호를 사용하여 어레이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암호를 수
동으로 동기화하려면 Update Array Password In Array Registration Database를 
선택합니다. 어레이 암호가 이전에 다른 관리 호스트에서 변경되었거나 어레이가 
암호 없이 또는 올바르지 않은 유형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이를 수행합니다.

6. Old Password 필드에(어레이 암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현재 암호를 
입력합니다.

7. New Password 필드에 최대 8자의 영숫자 문자열로 새 암호를 입력합니다.

8. Verify New Password 필드에 동일한 새 암호를 입력합니다.

9. OK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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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 세부사항 설정
어레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볼 수 있고 어레이 이름, 핫 스페어의 수, 기본 호스트 유형, 
캐시 블록 크기, 최소 및 최대 캐시 할당 백분율, 디스크 스크러빙 및 장애 조치 경고 설
정 등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세부사항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IP 주소를 설정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General Settings를 선택합니다.

General Setup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Details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5. 변경하려는 새 설정을 지정합니다.

6. OK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디스크 스크러빙 활성화
디스크 스크러빙은 드라이브 매체의 오류 감지를 제공하는 어레이 제어기에 의해 수행
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디스크 스크러빙은 오류를 감지하고 이벤트 로그를 
보고합니다.

디스크 스크러빙을 실행하려면 먼저 어레이에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어레이의 
모든 볼륨을 실행합니다. 스크러빙하지 않으려는 볼륨의 디스크 스크러빙을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비활성화할 볼륨에 대한 디스크 스크러빙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스크러빙의 장점은 프로세스가 정상적인 드라이브 읽기 및 쓰기를 방해하기 전
에 매체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스크 
스크러빙은 모든 볼륨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중복성 확인을 활성화하면 볼륨 중복성 데
이터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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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의 디스크 스크러빙 활성화

어레이의 디스크 스크러빙을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디스크 스크러빙을 활성화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General Settings를 선택합니다.

General Setup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디스크 스크러빙 활성화의 옆에 있는 확인란을 누르고 디스크 스크러빙 주기에 대한 
기간을 지정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볼륨의 디스크 스크러빙 비활성화 및 재활성화

볼륨 세부사항에 대한 디스크 스크러빙을 비활성화 또는 재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특정 볼륨에 대한 디스크 스크러빙을 비활성화 또는 재활성화하려는 어레이를 누릅
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디스크 스크러빙을 비활성화 또는 재활성화하려는 볼륨을 누릅니다.

Volume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디스크 스크러빙을 비활성화하려면 Disk Scrubbing Enabled 필드에서 False를 
선택합니다.

■ 디스크 스크러빙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Disk Scrubbing Enabled 필드에서 True를 
선택합니다. 

■ 또한 볼륨 중복성 데이터를 검색하도록 디스크 스크러빙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Disk Scrubbing With Redundancy 필드에서 True를 선택합니다.

5.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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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설정
어레이가 네트워크의 NTP (네트워크 시간 프로토콜)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레
이의 시계를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어레이 시간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시간을 설정하려면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General Settings를 선택합니다.

General Setup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System Time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 어레이 시간을 서버와 동기화하려면 Synchronize With Server를 누릅니다.

■ 수동으로 시간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24시간제를 사용하여 시간과 분을 설정합니다.

해당 년, 월, 일을 설정합니다.

5. OK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어레이 IP 주소 설정
어레이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공급하는 방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동적 호스트 
제어 프로토콜(DHCP)을 선택하는 경우, 어레이 전원이 켜지고 네트워크에 로그인할 
때마다 네트워크는 어레이에 대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제공합니다. 또는 어레
이에서 전원을 켜고 네트워크에 로그인할 때마다 항상 사용하게 되는 고정 IP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어레이 관리에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는 어레이의 IP 주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용
자가 수동으로 변경하거나 시스템에 새로 할당되는 등의 이유로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브라우저와 어레이 간의 연결이 해제됩니다. 어레이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계속 수행하
려면 어레이에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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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IP 주소를 설정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Controllers를 선택합니다.

Controller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Ethernet Port 1 필드에서 Enable DHCP/BOOTP 또는 Specify Network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Specify Network Configuration을 선택하는 경우 
Ethernet Port 1을 사용하는 제어기의 IP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 및 넷마스크를 입력
해야 합니다.

5. (6140 어레이 전용) Ethernet Port 2 필드에서 Enable DHCP/BOOTP 또는 Specify 
Network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Specify Network Configuration을 선택하는 
경우 Ethernet Port 2를 사용하는 제어기의 IP 주소와 넷마스크를 입력해야 합니다.

6. OK를 누릅니다.

사용자 계정 관리
이 절에서는 사용자 계정 관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0페이지의 "사용자 계정 정보"

■ 40페이지의 "사용자 정보 표시"

■ 41페이지의 "새 사용자 추가"

■ 41페이지의 "사용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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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호스트에 설치되어 있는관리 소프트웨어와 Sun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을 정의하는 사용자 역할을 공유합
니다. 표 3-1은 사용자 역할과 해당 권한을 설명합니다.

서버에 어레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root를 사용하여 구성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로
그인한 다음, 관리 호스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유효한 Solaris 사용자 계정에 역할 중 하
나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Solaris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구
성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Solaris 사용자 계정 작성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Solaris 시스템 관리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사용자에게 할당된 역할은 어레이와 해당 속성에 대해 사용자가 갖는 액세스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guest 역할이 할당된 모든 사용자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레이 속성
을 수정하려면 사용자에게 storag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storage 역할이 할당된 
사용자만 guest 또는 storage 계정 역할이 있는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가 어레이에 로그인하여 storage 관리자로서 변경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한 사용자의 변경 사항이 다른 사용자의 이전 변경 사항을 덮어 쓸 위험이 있습니다. 그
래서 storage 관리자는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에게 알리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보 표시
사용자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사용자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User Management를 선택합니다.

User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표 3-1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역할 역할 설명

storage storage 역할이 할당된 사용자는 모든 속성을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guest guest 역할이 할당된 사용자는 모든 속성을 볼 수는 있지만 수정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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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용자 추가
새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새 사용자를 추가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User Management를 선택합니다.

User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Add를 눌러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Add New User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유효한 Solaris 계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Solaris 사용자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6 - 8개의 알파벳 문자, 밑줄(_) 및 마
침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Solaris 사용자 계정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olaris 시스템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6. Solaris 계정의 역할을 storage 또는 guest 중에서 선택합니다.

7. OK를 누릅니다. 

새로 할당된 사용자 및 역할을 나열하는 User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사용자 제거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사용자를 제거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User Management를 선택합니다.

User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제거하려는 사용자 이름의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Remove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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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move를 누릅니다.

주: 서버 또는 NIS에서 사용자 계정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olaris 시
스템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 관리
이 절에서는 라이센스 관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2페이지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능 정보"

■ 42페이지의 "라이센스 정보 표시"

■ 43페이지의 "라이센스 추가"

■ 43페이지의 "라이센스 비활성화"

■ 44페이지의 "라이센스 재활성화"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능 정보
고급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각 고급 기능에 대한 라이센스를 얻어 등록해야 합
니다. 고급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데이터 복제

■ 볼륨 복사

■ 스냅샷

■ 저장소 도메인

라이센스 정보 표시
라이센스 증명서는 고급 서비스 구입 시 발행되며 Sun Licensing Center에서 라이센스 
정보를 얻기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라이센스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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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Licensing을 선택합니다. 

Licensable Featur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해당 기능의 라이센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기능을 누릅니다.

선택한 기능에 대한 Licenseable Feature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라이센스 추가
라이센스 증명서는 고급 서비스 구입 시 발행되며 Sun Licensing Center에서 라이센스 
정보를 얻기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추가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새 라이센스를 추가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Licensing을 선택합니다. 

Licensable Featur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Add License를 누릅니다.

Add License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추가하려는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고 Sun에서 제공하는 버전 번호 및 키 요약을 지
정합니다.

6. OK를 누릅니다.

라이센스 비활성화
라이센스를 비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라이센스를 비활성화 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Licensing을 선택합니다. 

Licensable Featur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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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활성화하려는 라이센스의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누릅니다.

라이센스 재활성화
라이센스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Sun License Center (http://www.sun.com/licensing)
에 연락하십시오.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라이센스를 받으려는 제품의 이름

■ 라이센스 증명서에 있는 기능 일련 번호

■ 제어기 트레이 뒷면과 Licensable Feature Summary 페이지에 표시된 제어기 트레이 
일련 번호

이벤트 정보 표시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는 Notification 
Management 페이지를 열어서 이벤트를 보고 알림을 구성합니다.

이벤트 정보를 보고 이벤트 알림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이벤트 정보를 보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Notification을 선택합니다.

Notification Management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벤트 알림을 구성하려면 Configure Notifications를 누릅니다.

주: 이벤트의 알림 설정에 하나 이상의 전자 우편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 이벤트를 보려면 Show Alarms를 누릅니다.

새 브라우저 창에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 인터페이스가 나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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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모니터링
어레이 성능을 모니터링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성능 통계를 보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Performance Monitoring을 선택합니다.

Performance Monitoring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성능 모니터링을 켜려면 Performance Monitoring Enabled 확인란을 선택하고 원하
는 폴링 간격을 지정합니다.

5. 현재 통계를 보려면 해당 페이지의 Performance Statistics 절로 이동하십시오.

작업 관리
이 절에서는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5페이지의 "작업 정보"

■ 46페이지의 "작업 정보 표시"

■ 46페이지의 "작업 취소"

작업 정보
하나의 객체에 대해 작업을 요청하면 관리 소프트웨어는 해당 작업을 즉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삭제할 볼륨 하나를 선택하면 볼륨이 즉시 삭제됩니다. 하지만 하나 이상의 객
체에 대한 작업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러 객체에 대한 작업을 요청하면 시스
템에서는 다른 사항을 선택하는 동안 요청한 작업을 완료하는 작업을 생성합니다. Job 
Summary 페이지에서 작업의 진행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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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정보 표시
진행 중인 작업은 Job Summary 페이지에 보고됩니다. 

작업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작업 정보를 보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Jobs를 선택합니다.

Job Summary 페이지에 처리된 작업 및 작업의 현재 상태가 나열됩니다. 

4. 작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작업 식별자(ID)를 누릅니다.

선택한 작업에 대한 Job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작업 취소
볼륨 복제 작업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작업을 취소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Jobs를 선택합니다.

Job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취소하려는 작업을 선택하고 Cancel Job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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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로그 보기
작업 로그는 어레이에서 수행된 사용자가 초기화한 작업을 연대순으로 나열합니다. 이
러한 작업은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 인터페이스 또는 명령줄 인터페이
스(CLI)를 통해 초기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작업 로그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작업 로그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Activity Log를 선택합니다.

작업 로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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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구성 작업 수행

이 장에서는 구성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9페이지의 "어레이의 초기 상태"

■ 52페이지의 "저장소 볼륨 구성"

■ 61페이지의 "볼륨 복사 구성"

■ 69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구성"

■ 81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구성"

■ 102페이지의 "가상 디스크 구성"

■ 105페이지의 "저장소 풀 구성"

■ 108페이지의 "저장소 프로파일 구성"

■ 114페이지의 "초기화 장치 구성"

■ 117페이지의 "호스트 그룹 및 호스트 구성"

■ 127페이지의 "트레이 및 디스크 드라이브 관리"

■ 134페이지의 "저장소 도메인 구성"



어레이의 초기 상태
이 절에서는 어레이의 초기 상태 및 어레이를 구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9페이지의 "어레이 초기 상태 정보"

■ 49페이지의 "저장소 준비 정보"

■ 50페이지의 "물리적 저장소 구성 요소 정보"

■ 50페이지의 "논리적 저장소 요소 정보"

어레이 초기 상태 정보
어레이에 대한 시작 안내서에 설명되어 있는 기본 구성 작업을 마치고 나면 모든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최소한 하나의 어레이가 등록되고 명명되며 어레이 암
호가 설정됩니다.

또한 다음 작업이 완료됩니다.

■ 시스템 시간이 올바르게 설정됩니다.

■ 최소한 한 명의 새 사용자가 추가되고 "storage" 역할이 할당됩니다.

■ 초기화 장치가 생성됩니다.

■ 최소한 하나의 호스트가 생성되고 초기화 장치에 매핑됩니다.

■ 최소한 하나의 호스트 그룹이 생성됩니다.

■ 저장소 풀이 생성됩니다.

■ 볼륨이 생성되고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매핑됩니다.

저장소 준비 정보
간단한 저장소 구성에서 모든 데이터 호스트가 하나의 저장소 풀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저장소를 공유할 수 있으며 초기화 장치에 매핑된 호스트는 해당 풀의 저장소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각 조직에서는 더 복잡한 저장소 구성을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가상 저장소의 호스트 그룹 및 풀을 생성하여 조직의 저장소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어레이에는 저장소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물리적 및 논리적 저장소 요소
가 있습니다.

■ 물리적 저장소 구성 요소: 초기화 장치, 호스트, 호스트 그룹, 트레이 및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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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 저장소 구성 요소: 볼륨, 가상 디스크 및 풀

저장소를 제대로 할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보안 - 호스트 그룹을 만들어 초기화 장치를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 데이터를 
처리하는 호스트는 연구 데이터를 처리하는 호스트로 구성된 호스트 그룹과 다른 호
스트 그룹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입력/출력(I/O) - 일부 저장소 프로파일에서는 저장소에 대해 보편적이고 일관적인 
액세스를 지정하지만 조직 내부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특성을 최적화
하기 위해 다른 속성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레이 관리 소프트웨어에는 다
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련의 프로파일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지정 프로파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저장소 구성 요소 정보
사용 가능한 물리적 저장소에 데이터를 분배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물
리적 저장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트레이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수용하며 그 운영을 지원합니다. 각 트레이는 최대 14
개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보유합니다.

■ 디스크 드라이브는 주소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고, 다시 쓸 수 있는 비휘발성 데이터 
저장소 장치입니다.

■ 초기화 장치는 호스트가 저장소 어레이에 대한 액세스를 얻게 되는 호스트 버스 어
댑터(HBA)의 광 채널(FC) 포트입니다.

■ 호스트 또는 데이터 호스트는 저장소 어레이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입니
다. 데이터 호스트는 초기화 장치에 매핑됩니다.

■ 호스트 그룹은 동일한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하는 하나의 저장소 어레이의 하나 
이상의 호스트 모음입니다.

논리적 저장소 요소 정보
사용 가능한 물리적 저장소에 데이터를 분배하고 이를 데이터 호스트에 할당하는 방법
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논리적 저장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저장소 풀은 프로파일을 공유하는 볼륨의 모음입니다. 프로파일은 볼륨의 일반 구성
을 정의합니다.

■ 독립 디스크의 중복 배열(RAID) 세트라고도 하는 가상 디스크는 둘 이상의 물리적 
디스크의 메모리에 있는 위치 모음입니다. 저장소 어레이는 가상 디스크를 실제 디
스크와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볼륨을 생성하는 동안 가상 디스크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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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은 가상 디스크로 구성된 풀의 부분이며 호스트 및 호스트 그룹에 의해 액세스
됩니다. 

■ 스냅샷은 볼륨 데이터에 대한 특정 순간의 데이터 사본입니다. 스냅샷은 시스템의 
정상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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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볼륨 구성
이 절에서는 저장소 볼륨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2페이지의 "볼륨 정보"

■ 53페이지의 "볼륨 계획"

■ 54페이지의 "볼륨 관리"

볼륨 정보
어레이의 물리적 디스크를 볼륨 생성을 위한 저장소 풀 공간으로 관리합니다. 볼륨은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시스템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용기"입니
다. 볼륨은 가상 디스크와 연결된 저장소 풀의 특성을 기반으로 가상 디스크로부터 생
성됩니다. 어레이는 사양에 따라 볼륨 구성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상 디스크
에 저장소를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다른 유형의 볼륨이 있습니다.

■ 표준 볼륨 – 표준 볼륨은 데이터 저장을 위해 저장소 어레이에 생성된 논리적 구조입
니다. 볼륨을 생성할 때 처음에는 표준 볼륨입니다. 표준 볼륨은 사용자가 데이터 호
스트에서 액세스하는 전형적인 볼륨입니다.

■ 원본 볼륨 – 표준 볼륨은 대상 볼륨에 복사될 데이터의 원본으로서 볼륨 복사 작업에 
사용될 때 원본 볼륨이 됩니다. 원본 및 대상 볼륨은 복사 쌍을 통해 연결을 유지합니
다. 복사 쌍이 제거되면 원본 볼륨은 다시 표준 볼륨으로 돌아갑니다.

■ 대상 볼륨 – 표준 볼륨은 원본 볼륨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볼륨으로서 볼륨 복사 작
업에 사용될 때 대상 볼륨이 됩니다. 원본 및 대상 볼륨은 복사 쌍을 통해 연결을 유
지합니다. 복사 쌍이 제거되면 대상 볼륨은 다시 표준 볼륨으로 돌아갑니다.

■ 복제된 볼륨 – A 복제된 볼륨은 복제 세트에 있는 볼륨입니다. 복제 세트는 두 개의 볼
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볼륨은 분리된 어레이에 있습니다. 복제 세트가 생성되면 
소프트웨어는 복제된 볼륨에 같은 데이터가 들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스냅샷 볼륨 – 스냅샷 볼륨은 특정 시점에서의 표준 볼륨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관리 
소프트웨어는 스냅샷 기능을 사용할 때 스냅샷 볼륨을 생성합니다. 또한 스냅샷이 
기반으로 하는 표준 볼륨은 기본 또는 주 볼륨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예약 볼륨 – 스냅샷 예약 볼륨은 스냅샷을 생성할 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예약 볼
륨은 볼륨 스냅샷이 생성된 이후로 변경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스냅
샷을 삭제할 때 관리 소프트웨어는 연결된 예약 볼륨도 삭제합니다.

각 가상 디스크에 최대 256개의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 볼륨을 생성하는 동안 
또는 그 후에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볼륨에 대한 읽기/쓰기 특권을 주기 위해 볼륨
에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그룹의 구성원인 호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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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각 호스트에는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이 볼륨에 매핑될 수 있도록 하나 이
상의 초기화 장치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현재 볼륨을 보려면 55페이지의 "볼륨 정보 표
시"에 설명한 대로 Volume Summary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 4-1의 설명과 같이 유형에 따라 볼륨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작업이 많이 있
습니다.

볼륨 계획
볼륨을 생성하려면 여러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저장소 구성의 많은 요소에 대해 결정해
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볼륨 마법사를 실행하여 새 볼륨을 생성하기 전에 저장소를 계
획해야 합니다. 

볼륨을 생성할 때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볼륨 이름

볼륨을 식별하는 고유한 이름을 제공합니다. 

■ 볼륨 용량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또는 테라바이트로 볼륨의 용량을 확인합니다.

■ 이 볼륨에 대한 저장소 풀

기본적으로 관리 소프트웨어는 기본 저장소 풀을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가장 일반
적인 저장소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RAID-5 저장소 특성을 구현하는 기본 저장소 
프로파일을 사용합니다. 또한 다른 도구들이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 볼륨 

표 4-1 볼륨에서의 추가 작업

볼륨 유형

표준 원본 대상 예약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볼륨을 매핑합
니다.

- - - -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서 볼륨 매핑을 
해제합니다.

- - - -

볼륨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x x - -

볼륨 사본을 다시 복사합니다. - - x -

볼륨을 복사합니다. x x x -

볼륨 쌍을 삭제합니다. - - x -

성능 통계를 봅니다. x x x -

볼륨을 삭제합니다. 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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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풀 중 하나에 원하는 저장소 특성이 있는지 보려면 구성된 
풀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풀이 없는 경우 새 볼륨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기존 또는 새 저장소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새 풀을 생성합니다.

■ 가상 디스크를 선택하는 방법

RAID 레벨, 디스크 수 및 가상 디스크의 디스크 유형(FC 또는 SATA)이 볼륨의 풀과 
연결된 저장소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동안은 가상 디스크에서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가상 디스크에는 볼륨에 대한 용량이 충분해야 합니다. 볼륨 생성에 사용할 가
상 디스크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 – 관리 소프트웨어는 필수 기준과 일치하는 가상 디스크를 자동으로 검색하
고 선택합니다. 모두 사용 불가능한 경우 사용할 공간이 충분하면 새 가상 디스크
를 생성합니다. 

■ 기존 가상 디스크에서 볼륨 생성 – 사용 가능한 모든 가상 디스크 목록에서 볼륨
을 생성할 가상 디스크를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선택한 디스크에 볼륨을 위한 용
량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 새 가상 디스크 생성 – 볼륨을 생성할 새 가상 디스크를 생성합니다. 선택한 디스
크에 볼륨을 위한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 볼륨을 지금 매핑할 것인지 나중에 매핑할 것인지 여부

기본 저장소 도메인을 포함하여 기존 저장소 도메인에 볼륨을 추가하거나 호스트 또
는 호스트 그룹에 볼륨을 매핑하여 새 저장소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 
도메인은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이 볼륨에 대한 읽기/쓰기 액세스 권한을 갖도록 
허용하는 저장소의 파티션에 사용된 논리적 엔티티입니다. 기본 저장소 도메인은 명
시적 매핑없이 모든 호스트 및 호스트 그룹을 포함하며 명시적으로 매핑되지 않은 
모든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중에 볼륨을 매핑하기로 선
택한 경우 관리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기본 저장소 도메인에 포함시킵니다.

주: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은 초기화 장치가 각 개별 호스트 및 호스트 그룹에 포함
된 각 호스트와 연결된 경우에만 매핑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 관리
이 절에서는 볼륨 관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5페이지의 "볼륨 정보 표시"

■ 55페이지의 "볼륨 성능 통계 표시"

■ 56페이지의 "볼륨 생성"

■ 56페이지의 "볼륨 수정"

■ 56페이지의 "볼륨 정보 복사"

■ 57페이지의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볼륨 매핑"

■ 57페이지의 "볼륨 용량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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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페이지의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서 볼륨 매핑 해제"

■ 58페이지의 "볼륨의 제어기 소유권 변경"

■ 59페이지의 "볼륨 삭제"

볼륨 정보 표시
기존 저장소 볼륨에 대한 요약 및 세부사항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볼륨과 연
결된 매핑된 호스트, 매핑된 호스트 그룹 및 스냅샷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볼륨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해당 볼륨에 대한 세부사항 정보를 보려면 볼륨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볼륨에 대한 Volume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선택한 볼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Related Information에서 항목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에 대한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볼륨 성능 통계 표시
볼륨 성능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 성능 통계를 보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성능 통계 보기를 누릅니다.

성능 통계 요약 - 볼륨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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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생성
볼륨을 생성하기 전에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볼륨의 저장
소 특성 계획에 대한 정보는 53페이지의 "볼륨 계획"을 참조하십시오.

볼륨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을 생성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New를 누릅니다.

New Volume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4. 마법사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마법사에서 Help 탭을 누릅니다.

볼륨 수정
볼륨의 이름 또는 설명을 수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을 수정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수정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해당 볼륨의 Volume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적절히 수정한 후 OK를 누릅니다. 

볼륨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볼륨 정보 복사
기존 볼륨을 대상 볼륨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볼륨을 복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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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륨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해당 볼륨에 대한 세부사항 정보를 보려면 볼륨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볼륨에 대한 Volume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py 버튼을 누릅니다.

5. Copy Volume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복사 우선 순위를 선택합니다.

7. 복사용 대상 볼륨을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볼륨 매핑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볼륨을 매핑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을 매핑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을 매핑하려는 볼륨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Map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4. Map을 누릅니다.

Map Volume 페이지에 사용 가능한 호스트 및 호스트 그룹 목록이 표시됩니다. 필터
를 사용하여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만 표시합니다.

5. 이 볼륨을 매핑하려는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을 선택한 다음 OK를 누릅니다.

선택한 볼륨이 매핑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볼륨 용량 확장
스냅샷이 연관된 볼륨의 용량은 확장할 수 없습니다. 

볼륨 용량을 확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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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륨 용량을 확장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용량을 확장할 볼륨을 누릅니다. 

Volume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Expand를 누릅니다.

볼륨 확장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시지 상자가 나타납니다.

5. OK를 누릅니다.

Expand Volume 페이지에 현재 용량이 표시됩니다.

6. 원하는 추가 용량을 지정한 다음 OK를 누릅니다. 

동적 볼륨 확장이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서 볼륨 매핑 해제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서 볼륨 매핑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을 매핑 해제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매핑을 해제할 볼륨을 누릅니다.

Volume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Unmap을 누릅니다. 

매핑 해제 프로세스를 완료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볼륨의 제어기 소유권 변경
볼륨을 생성할 때 볼륨에 대한 기본 제어기 소유자는 제어기에 의해 맨 처음 선택됩니다. 

특정 상황 하에서는 대체 제어기가 현재 소유자가 되도록 볼륨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
동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제어기 소유자인 제어기 트레이가 대체되거나 펌웨어의 다
운로드 중인 경우, 볼륨의 소유권은 다른 제어기 트레이로 자동으로 이동되고 해당 제
어기는 볼륨의 현재 소유자가 됩니다. 또한 I/O 경로 오류로 인해 기본 제어기에서 다
른 제어기로 강제 장애 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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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볼륨의 현재 소유자를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한 제어기의 작업부하량이 많거나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다른 제어기의 
작업부하량은 적거나 보다 안정적인 경우와 같이 제어기의 초당 전체 입력/출력(IOPS)
에 불균형이 있을 경우, 하나 이상의 볼륨에 대한 제어기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 표준 볼륨의 제어기 소유권 또는 스냅샷 예약 볼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기
본 볼륨의 제어기 소유자를 상속하므로 스냅샷 볼륨의 제어기 소유권을 수동으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볼륨을 해당 기본 제어기 소유자로 되돌리려면 Redistribute Volumes 버튼을 사용
합니다.

볼륨의 제어기 소유자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의 제어기 소유권을 변경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제어기 소유권을 변경하려는 볼륨을 누릅니다.

Volume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Owning Controller 필드에서 A 또는 B를 선택합니다.

5. OK를 누릅니다.

볼륨 삭제
볼륨을 삭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호스트나 호스트 그룹에 매핑된 볼륨을 삭제하면 해당 매핑도 삭제됩니다. 

■ 스냅샷이 있는 볼륨을 삭제하면 해당 스냅샷도 삭제됩니다.

■ 복제 세트의 일부인 볼륨을 삭제하면 해당 복제 세트도 삭제됩니다. 그러나 원격 볼
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가상 디스크에 볼륨이 하나 있는 경우 해당 볼륨을 삭제하면 가상 디스크가 삭제됩
니다. 가상 디스크에 다른 볼륨이 있는 경우, 삭제된 볼륨이 사용하던 저장소 공간은 
다음 볼륨 생성을 위한 여유 익스텐트로 변환됩니다. 

볼륨을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을 삭제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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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할 볼륨의 확인란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Delete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4. Delete를 누릅니다. 볼륨이 Volume Summary 표에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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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복사 구성
이 절에서는 볼륨 복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1페이지의 "볼륨 복사 정보"

■ 62페이지의 "볼륨 복사 계획"

■ 63페이지의 "볼륨 복사 관리"

볼륨 복사 정보
볼륨 복사는 동일한 저장소 어레이의 다른 볼륨(예: 대상 볼륨)에 기록된 한 볼륨(예: 원
본 볼륨)의 데이터 복사입니다. 볼륨 복사는 데이터를 백업하고 작은 용량의 드라이브
를 사용하는 볼륨에서 큰 용량의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볼륨으로 데이터를 복사하며 주 
볼륨에 스냅샷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원본 볼륨은 호스트 I/O를 허용하고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대상 볼륨은 
원본 볼륨의 데이터 사본을 유지 관리합니다. 

볼륨 복사를 생성할 경우 관리 소프트웨어는 원본 볼륨과 대상 볼륨 사이의 연결을 정
의하는 복사 쌍을 생성합니다. 특정 볼륨 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복사 쌍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복사 쌍을 제거하면 대상 볼륨에서 원본 볼륨의 연결이 해제되고 대상 및 
원본 볼륨이 원래의 볼륨 유형으로(예: 표준 볼륨 또는 볼륨 스냅샷) 되돌아가 다른 복
사 쌍에 다른 역할로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복사 쌍을 제거해도 대상 볼륨의 데이터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볼륨 복사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는 독립 디스크의 중복 배열(RAID) 제어기가 관리하며 
호스트 기계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투명합니다. 볼륨 복사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원
본 볼륨의 제어기가 원본 볼륨으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대상 볼륨에 해당 데이터를 씁니
다. 볼륨 복사가 완료되는 동안 볼륨 복사는 진행 중 상태입니다. 최대 8개의 볼륨 복사
가 한 번에 진행 중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볼륨 복사가 진행 중 상태에 있는 동안 동일한 제어기가 원본 볼륨 및 대상 볼륨 모두를 
소유해야 합니다. 볼륨 복사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제어기가 원본 볼륨 및 대
상 볼륨을 소유한 경우 관리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대상 볼륨의 소유권을 원본 볼륨을 
소유한 제어기로 전송합니다. 볼륨 복사 프로세스가 완료되거나 중지될 때는 관리 소프
트웨어가 대상 볼륨의 소유권을 해당하는 원래의 제어기 소유자에게 복원합니다. 유사
하게 볼륨 복사 중 원본 볼륨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대상 볼륨의 소유권 또한 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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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복사 상태는 표 4-2에 설명된 상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볼륨 복사 계획
볼륨 복사를 생성할 때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볼륨 요약 페이지 또는 스냅샷 요약 페이지에서 원본 볼륨을 선택합니다.

원본 볼륨은 다음 볼륨 유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표준 볼륨

■ 스냅샷

■ 스냅샷의 기본 볼륨(스냅샷을 생성하는 볼륨)

■ 대상 볼륨

원본 볼륨 하나를 여러 다른 대상 볼륨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표 4-2 볼륨 복사 상태

볼륨 복사 상태 설명

완료됨 볼륨 복사 프로세스를 완료했습니다.
• 원본 볼륨은 읽기 및 쓰기 I/O 작업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읽기 전용 속성이 아니므로 설정된 경우 읽기 I/O 작업에 대상 볼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원본 볼륨에서 대상 볼륨으로 데이터를 복사 중입니다. 최대 8개의 볼륨 
복사가 한 번에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 읽기 I/O 작업에 대해서만 원본 볼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읽기 또는 쓰기 I/O 작업에 대해 대상 볼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류 중 볼륨 복사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개 이상의 볼륨 복사가 요청된 
경우, 진행 중 상태의 볼륨 복사 중 하나를 완료할 때까지 다음 볼륨 복사
는 보류 상태에 들어갑니다.
• 읽기 I/O 작업에 대해서만 원본 볼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읽기 또는 쓰기 I/O 작업에 대해 대상 볼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패함 볼륨 복사 프로세스가 실패했습니다. 
• 읽기 I/O 작업에 대해서만 원본 볼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읽기 또는 쓰기 I/O 작업에 대해 대상 볼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사 정지 원본 볼륨의 모든 데이터가 대상 볼륨에 복사되기 전에 볼륨 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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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볼륨 후보 목록에서 대상 볼륨을 선택합니다.

대상 볼륨의 용량은 원본 볼륨의 사용 가능한 용량과 동일하거나 더 커야 합니다. 대
상 볼륨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표준 볼륨

■ 실패 또는 비활성화 볼륨 스냅샷의 기본 볼륨을 나타냅니다.

주: 볼륨을 대상 볼륨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스냅샷이 실패하거나 비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주의: 볼륨 복사는 대상 볼륨의 모든 데이터를 덮어 쓰고 자동으로 대상 볼륨을 호스
트에 대한 읽기 전용으로 만듭니다. 볼륨 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볼륨의 데이터
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지 또는 데이터를 백업했는지 확인합니다. 볼륨 복사 프로
세스를 마친 후, Volume Details 페이지에서 대상 볼륨의 Read-Only 속성을 변경하
여 호스트가 대상 볼륨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상 볼륨에는 원본 볼륨이 하나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복사 쌍에서 대상으
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볼륨은 또한 볼륨 복사의 볼륨 복사를 만들 수 
있어 다른 볼륨 복사에 대한 원본 볼륨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볼륨 복사에 대해 복사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볼륨 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저장소 어레이의 자원을 I/O 작업 처리에서 볼륨 복사 
완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저장소 어레이의 전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
습니다.

I/O 작업, 볼륨 RAID 레벨, 볼륨 구성(드라이브 및 캐시 매개변수의 수) 및 볼륨 유
형(볼륨 스냅샷이 표준 볼륨보다 복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포함
하여 저장소 어레이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새 볼륨 복사를 생성할 때 복사 우선 순위를 정의하여 볼륨 복사 프로세스에 할당하
고 I/O 작업에서 되돌리는 제어기 처리 시간을 결정합니다.

다섯 개의 상대 우선 순위 설정이 있습니다. 가장 높음 우선 순위 등급은 I/O 작업을 
비용으로 볼륨 복사를 지원합니다. 가장 낮음 우선 순위 등급은 볼륨 복사 속도를 비
용으로 I/O 작업을 지원합니다.

볼륨 복사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 진행 중인 동안 또는 완료된 후(볼륨 재복사 준비) 
복사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볼륨 복사 관리
볼륨 복사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절에서는 볼륨 복사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 64페이지의 "볼륨 복사 기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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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페이지의 "볼륨 복사 정보 표시"

■ 65페이지의 "볼륨 복사 생성"

■ 66페이지의 "볼륨 복사 다시 복사"

■ 67페이지의 "복사 우선 순위 변경"

■ 67페이지의 "복사 쌍 제거"

볼륨 복사 기능 활성화
볼륨 복사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 복사 기능을 사용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Licensing을 선택합니다.

Licensable Featur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Add License를 누릅니다.

Add License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License Type 메뉴에서 Volume Copying을 선택합니다.

6. 버전 번호 및 키 요약을 입력한 후 OK를 누릅니다.

주: 볼륨 복사 기능을 비활성화했지만 볼륨 복사 쌍이 아직 있는 경우, 복사 쌍을 제거하
고 기존 복사 쌍을 사용하여 복사를 시작하며 대상 볼륨에 대한 읽기 전용 속성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볼륨 복사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볼륨 복사 정보 표시
볼륨 복사에 관련된 볼륨을 결정하려면 Volume Details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원본 
볼륨의 경우 Related Information 절에서 관련 대상 볼륨이 확인됩니다. 대상 볼륨의 경
우 Volume Details 페이지에서 관련된 원본 볼륨, 복사 우선 순위 및 대상 볼륨 읽기 전
용 상태가 확인됩니다.

원본 볼륨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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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륨 복사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해당 볼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원본 또는 대상 볼륨을 누르십시오.

선택한 볼륨에 대한 Volume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선택한 볼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Related Information에서 항목을 누릅니다.

5. Targets를 누릅니다.

Volume Copies Summary 페이지에 선택한 볼륨과 연결된 대상 볼륨이 나열됩니다.

6. 대상 볼륨 이름을 눌러 해당 볼륨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선택한 대상 볼륨에 대한 Volume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볼륨 복사 생성
볼륨 복사를 생성하기 전에 저장소 어레이에 적합한 대상 볼륨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볼륨 복사 전용 새 대상 볼륨을 생성합니다. 볼륨 복사 계획에 대한 정보는 62페이지의 
"볼륨 복사 계획"을 참조하십시오.

표준 볼륨, 대상 볼륨 또는 스냅샷 볼륨 복사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볼륨 복사
에 대한 정보는 77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표준 볼륨 또는 대상 볼륨의 볼륨 복사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 복사를 생성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다른 볼륨에 내용을 복사하려는 볼륨의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볼륨은 표준 볼륨, 
스냅샷 볼륨 또는 대상 볼륨 중 하나여야 합니다. 

해당 볼륨의 Volume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Copy를 누릅니다.

5. 계속할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OK를 누릅니다.

Copy Volume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복사 우선 순위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우선 순위가 높을수록 볼륨 복사 작업에 더 많은 자원이 할당되어 저장소 어
레이의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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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 볼륨 목록에서 원하는 대상 볼륨을 선택합니다. 

원본 볼륨의 사용 가능한 용량과 유사한 용량을 가진 대상 볼륨을 선택하여 볼륨 복
사를 마친 후 대상 볼륨에 불필요한 공간이 생길 위험이 줄이십시오.

8. 볼륨 복사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a. 원본 및 대상 볼륨에 대한 모든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b. 해당하는 경우 원본 및 대상 볼륨에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9. Copy Volume 페이지에서 지정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만족하는 경우 OK를 눌러 
볼륨 복사를 시작합니다.

볼륨 복사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0. 볼륨 복사 프로세스를 마친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a. 해당하는 경우 원본 볼륨 및 대상 볼륨에서 파일 시스템을 다시 마운트합니다.

b. 원본 볼륨 및 대상 볼륨에 대한 I/O 작업을 활성화합니다.

볼륨 복사 다시 복사
기존 복사 쌍의 볼륨 복사를 다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볼륨 복사를 다시 복사하면 오프 
사이트 저장소용 테이프 드라이브에 복사될 수 있는 예정된 전체 대상 볼륨의 백업을 
수행할 때 유용합니다.

주의: 볼륨 복사를 다시 복사하면 대상 볼륨의 모든 데이터를 덮어 쓰고 자동으로 대상 
볼륨을 호스트에 대해 읽기 전용으로 만듭니다. 볼륨 복사를 다시 복사하기 전에 대상 
볼륨의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지 또는 데이터를 백업했는지 확인합니다.

볼륨 복사를 다시 복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 복사를 다시 복사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다시 복사할 대상 볼륨의 이름을 누릅니다.

해당 볼륨의 Volume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원본 볼륨 및 대상 볼륨에 대한 모든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5. 해당하는 경우 원본 볼륨 및 대상 볼륨에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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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copy를 누릅니다.

관리 소프트웨어는 대상 볼륨에 원본 볼륨을 다시 복사하고 확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7. 해당하는 경우 원본 볼륨 및 대상 볼륨에서 파일 시스템을 다시 마운트합니다.

8. 원본 볼륨 및 대상 볼륨에 대한 I/O 작업을 활성화합니다.

복사 우선 순위 변경
볼륨 복사에 대한 복사 우선 순위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 복사의 복사 우선 순위를 변경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복사 우선 순위를 변경하려는 볼륨의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볼륨에 대한 Volume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Copy Priority 필드에서 원하는 복사 우선 순위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우선 순위가 높을수록 볼륨 복사 작업에 더 많은 자원이 할당되어 저장소 어
레이의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5. OK를 누릅니다.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내는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복사 쌍 제거
복사 쌍을 제거하면 다른 역할의 또 다른 볼륨 복사에 참여하게 되고 원본 볼륨과 대상 
볼륨 사이의 연결이 제거됩니다. 

해당 복사 쌍을 사용하는 볼륨 복사가 진행 중이면 복사 쌍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복사 쌍을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복사 쌍을 제거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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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거하려는 복사 쌍의 대상 볼륨 이름을 누릅니다.

해당 볼륨의 Volume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Related Information을 눌러 선택한 볼륨을 사용하여 볼륨 복사가 진행 중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5. Details 페이지 맨 위로 돌아온 다음 Remove Copy Pair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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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스냅샷 구성
이 절에서는 볼륨 스냅샷 구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 69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정보"

■ 71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계획"

■ 72페이지의 "예약 볼륨 용량 계산"

■ 74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관리"

볼륨 스냅샷 정보
스냅샷은 스냅샷 생성 시 볼륨에 있는 데이터의 사본입니다. 스냅샷은 전체 물리적 사본
에 해당하는 논리적 사본이지만 물리적 사본보다 훨씬 빠르게 생성할 수 있으며 적은 디
스크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스냅샷을 생성하면 예약 볼륨이라고 하는 물리적 볼륨을 생
성하는 동안 어레이 제어기 트레이가 기본 볼륨에 대한 I/O를 일시 중단하게 됩니다. 예
약 볼륨은 스냅샷이 생성된 이후로 변경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예약 볼륨
의 용량은 기본 볼륨의 구성 가능한 비율입니다.

스냅샷은 라이센스가 필요한 고급 기능입니다. 스냅샷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냅샷 라이
센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는 42페이지의 "라이센스 관리"를 참
조하십시오.

다른 볼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스냅샷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지만, 스냅샷의 스냅
샷은 생성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스냅샷에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은 또 다른 서버에 마운트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백업 작업의 중단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체 백업 방식

온라인 데이터 대신 스냅샷을 백업하면 백업 프로세스 도중에도 중요한 트랜잭션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백업 서버에 스냅샷을 마운트한 후 스냅샷의 데이터를 테
이프에 백업합니다.

■ 현재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 및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

데이터를 운용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중요한 트랜잭션을 방해하는 대신 가장 최근 
스냅샷으로 데이터의 분석이나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재시작

응용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주 볼륨에 불량 데이터를 쓰는 경우, 원활하게 완전히 복
구될 때까지 마지막으로 생성한 양호한 스냅샷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
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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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데이터 스냅샷은 오류 복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백업 방식을 계속 사
용하여 전체 볼륨 백업 사본을 생성합니다.

어레이의 스냅샷은 순간 복사(copy-on-write) 또는 종속형 복사 방식입니다. 이 유형의 
스냅샷에서는 주 볼륨에 대한 쓰기 작업을 수행하면 관리 소프트웨어가 예약 볼륨에도 
스냅샷 메타데이터 및 순간 복사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예약 볼륨에 물리적으로 저장된 
블록만 스냅샷이 생성된 이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스냅샷은 전체 물리적 복사보다 적
은 디스크 공간을 사용합니다.

스냅샷 생성 이후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은 주 볼륨의 데이터 블록에 대해 쓰기 작업을 
수행하면 관리 소프트웨어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예약 볼륨에 이전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 새 데이터를 주 볼륨에 씁니다.

■ 새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스냅샷 비트맵에 기록을 추가합니다.

데이터 호스트가 스냅샷에 읽기 요청을 전송하면 관리 소프트웨어가 스냅샷이 생성된 
이후 주 볼륨에서 요청된 블록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블록이 변경된 경우 스냅
샷 예약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읽기 요청을 수행합니다. 블록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주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읽기 요청을 수행합니다. 스냅샷에서는 쓰기 작
업도 가능합니다. 스냅샷에 대한 쓰기 작업은 스냅샷 예약 볼륨에 저장됩니다.

관리 소프트웨어는 예약 볼륨이 구성 가능한 스냅샷 예약의 전체 용량 비율(기본값이 
50%임)인 임계값에 가까워지면 경고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예약 볼륨 임계값이 충족되
면 가상 디스크의 여유 용량을 사용하여 예약 볼륨의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볼륨 스냅샷이 활성화되어 있는 한 저장소 어레이 성능은 연결된 예약 볼륨에 대한 순
간 복사 작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스냅샷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스냅샷을 비활
성화하거나 삭제하여 순간 복사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이 비활성화되어도 스냅샷 및 연결된 예약 볼륨은 계속 존재합니다. 동일한 주 
볼륨의 다른 특정 시점에서의 이미지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 볼륨을 다시 스냅하여 비
활성화된 스냅샷 및 연결된 예약 볼륨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스냅샷을 생
성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소요됩니다. 

스냅샷을 재생성하지 않으려면 비활성화하는 대신 스냅샷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냅
샷을 삭제할 때 관리 소프트웨어는 연결된 예약 볼륨도 삭제합니다.

특정 볼륨의 현재 스냅샷을 보려면 75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정보 표시"에 설명한 대로 
해당 볼륨에 대한 Snapshot Summary 페이지의 Related Information 절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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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스냅샷 계획
볼륨 스냅샷을 생성하려면 여러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많은 요소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
다. 따라서 Create Snapshot Volume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스냅샷에 대한 다음 측면
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냅샷 예약 볼륨의 이름

스냅샷을 생성할 때 주 볼륨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을 스냅샷에 부여해
야 합니다. 

각 스냅샷에는 스냅샷이 생성된 이후로 변경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예약 
볼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스냅샷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예약 볼륨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예약 볼륨의 용량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려면 필요한 관리 오버헤드와 기본 볼륨에서 예상되는 변경의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72페이지의 "예약 볼륨 용량 계산"을 참조하
십시오.

■ 경고 임계값

스냅샷 볼륨을 생성할 때,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예약 볼륨에 남아 있는 공간의 레벨
을 알려주도록 메시지를 생성할 임계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약 볼
륨의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 용량의 50%에 이를 때 해당 소프트웨어는 경고 알림을 
생성합니다. 스냅샷에 대한 Snapshot Details 페이지에서 사용된 공간의 비율을 모
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스냅샷 오류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스냅샷 볼륨을 생성할 때, 스냅샷의 예약 볼륨이 가득 찰 경우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소프트웨어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스냅샷 볼륨 오류. 이 경우 스냅샷은 유효하지 않게 되지만 기본 볼륨은 계속 정상
적으로 작동합니다.

■ 기본 볼륨 오류. 이 경우 주 볼륨에 대한 새 데이터 쓰기가 실패합니다. 따라서 스
냅샷이 원래 기본 볼륨의 유효한 사본이 됩니다.

■ 가상 디스크 선택 방법

가상 디스크에 스냅샷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가상 디스크에 스냅샷을 생성할 수 있
습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 – 관리 소프트웨어는 필수 기준과 일치하는 가상 디스크를 자동으로 검색하
고 선택합니다. 일치하는 가상 디스크가 없고 사용 공간이 충분한 경우 새 가상 디
스크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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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상 디스크에서 볼륨 생성 – 사용 가능한 모든 가상 디스크 목록에서 볼륨
을 생성할 가상 디스크를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선택한 디스크에 볼륨을 위한 용
량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 새 가상 디스크 생성 – 볼륨을 생성할 새 가상 디스크를 생성합니다. 생성하는 가
상 디스크에 볼륨에 사용할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 스냅샷 매핑 옵션

기본 저장소 도메인을 포함하여 기존 저장소 도메인에 스냅샷을 추가하거나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스냅샷을 매핑하여 새 저장소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
장소 도메인은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이 스냅샷에 대한 읽기/쓰기 액세스 권한을 
갖도록 허용하는 저장소의 파티션에 사용된 논리적 엔티티입니다. 기본 저장소 도메
인은 명시적 매핑없이 모든 호스트 및 호스트 그룹을 포함하며 명시적으로 매핑되지 
않은 모든 스냅샷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냅샷을 생성할 때 다음 매핑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스냅샷 매핑 – 이 옵션을 사용하면 특정 호스
트나 호스트 그룹에 스냅샷을 명시적으로 매핑하거나, 기본 저장소 도메인의 스
냅샷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 스냅샷을 매핑하지 마십시오 – 이 옵션을 사용하면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자동
으로 기본 저장소 도메인의 스냅샷을 포함합니다.

주: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은 초기화 장치가 각 개별 호스트 및 호스트 그룹에 포함
된 각 호스트와 연결된 경우에만 매핑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볼륨 용량 계산
스냅샷을 생성할 때, 스냅샷 데이터와 스냅샷의 수명 기간 동안 필요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할 스냅샷 예약 볼륨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스냅샷 예약 볼륨의 크기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때 해당 볼륨 크기가 8MB보다 작지 않은 경우 기본 볼륨 크기의 비율
을 입력해야 합니다.

빈도 및 기본 볼륨에 대한 I/O 쓰기의 크기 및 스냅샷 볼륨 유지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스냅샷 예약 볼륨에 필요한 용량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스냅샷 볼륨을 장기간 유지하
려는 경우 또는 대량의 I/O작업으로 인해 스냅샷 볼륨의 수명 기간 동안 데이터 블록의 
많은 비율이 기본 볼륨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약 볼륨에 대해 큰 용량을 선택합니
다. 내역 성능을 통해 데이터 또는 기타 운영 체제 유틸리티를 모니터링하면 기본 볼륨
에서의 일반적인 I/O 작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냅샷 예약 볼륨이 지정된 용량 임계값에 도달하면 경고가 발생됩니다. 이 임계값은 
스냅샷 볼륨을 생성할 때 설정합니다. 기본 임계값 레벨은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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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가 표시되고 스냅샷 볼륨을 사용하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 스냅샷 예약 볼륨이 가득 
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Snapshot Details 페이지를 탐색한 후 Expand를 눌러 해당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냅샷 작업을 마치기 전에 스냅샷 예약 볼륨이 가득 찰 
경우, 스냅샷 오류 처리 조건이 수행될 작업을 지정합니다.

스냅샷 볼륨을 생성할 때 사용자는 가지고 있는 용량 내에서 원하는 용량의 스냅샷 예
약 볼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스냅샷 예약 볼륨의 적절한 용량을 결정합니다.

■ 스냅샷 예약 볼륨은 8MB보다 커야 합니다.

■ 스냅샷 볼륨이 생성된 후 기본 볼륨에 대한 쓰기 작업의 양은 스냅샷 예약 볼륨에 필요
한 크기를 설명합니다. 기본 볼륨에 대한 쓰기 작업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 볼륨에
서 스냅샷 예약 볼륨으로 복사되어야 하는 다수의 원본 데이터 블록도 증가합니다.

■ 스냅샷 볼륨의 예상 평균 수명은 스냅샷 예약 볼륨의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는데 도
움이 됩니다. 스냅샷 볼륨이 작성되고 장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남는 경우, 스
냅샷 예약 볼륨은 해당 최대 용량에 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 스냅샷 볼륨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냅샷 예약 볼륨에 필요한 관리 오버헤드의 
양은 스냅샷 예약 볼륨의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필요한 관
리 오버헤드의 양은 상당히 적으며 이 항목 후반부에 나오는 간단한 공식을 사용하
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볼륨에서 변경되는 데이터 블록의 수와 스냅샷 예약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의 
양 사이에 반드시 일대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사해야 할 데이터 블록
의 위치에 따라서, 성능상의 이유로 하나의 블록 세트만 변경되어도 제어기가 32 블
록 전 세트에 대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예약 볼륨에 복사할 수 있는 기본 볼
륨의 용량에 대한 비율을 결정할 때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스냅샷 예약 볼륨에서 스냅샷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관리 
오버헤드의 양을 계산합니다. 

192KB + (x/2000)

여기서 x는 바이트로 된 기본 볼륨의 용량입니다.

주: 이 공식은 길잡이를 위한 것입니다. 스냅샷 예약 볼륨 용량은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야 합니다.

변환 프로세스에는 바이트에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에서 기가바이트로의 변환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GB 기본 볼륨의 경우 예상 스냅샷 예약 볼륨 용량을 다음과 같
이 계산해야 합니다.

1. 기본 볼륨의 용량을 바이트로 변환합니다.

변환된 경우, 5GB는 5,368,709,120바이트와 같습니다.

2. 2000으로 기본 볼륨 용량(바이트 단위)을 나눕니다.

결과값은 2,684,354.56바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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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트를 킬로바이트로 변환합니다.

결과값은 2621.44KB입니다.

4. 3단계의 결과값에 192KB를 더합니다.

192KB + 2621.44KB = 2813.44KB

5. 4 단계의 결과값을 메가바이트로 변환합니다.

필요한 관리 오버헤드의 용량 결과값은 2.75MB (또는 0.002686GB)입니다.

이 예제를 계속하여 변경할 기본 볼륨의 데이터 블록을 30%로 가정합니다. 스냅샷 예약 
볼륨 용량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스냅샷 예약 볼륨 및 관리 오버헤드에 대해 충분한 공
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스냅샷 예약 볼륨을 결정하려면 기본 볼륨에서 예상되는 변경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30% x 5GB = 1.5GB

스냅샷 예약 볼륨의 최종 예상 용량을 구하려면 위의 값을 다음과 같이 이전에 계산한 
관리 오버헤드의 양에 더합니다. 

1.5GB + 0.002686GB = 1.502686GB

Create Snapshot Volume 마법사에서, Reserve Capacity 대화 상자를 지정하고, 기본 
볼륨의 비율(%)을 사용하여 예상된 스냅샷 예약 볼륨 용량을 설정합니다.

스냅샷을 생성할 때 스냅샷 예약 볼륨 용량은 기본 볼륨의 비율로 지정하게 됩니다. 
Snapshot Reserve Volume Capacity 값이 계산한 예상 용량과 일치할 때까지 해당 비율
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반올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볼륨 스냅샷 관리
스냅샷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절에서는 볼륨 스냅샷 관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5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활성화"

■ 75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정보 표시"

■ 76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생성"

■ 76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재생성"

■ 77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복사"

■ 78페이지의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볼륨 스냅샷 매핑"

■ 78페이지의 "스냅샷 용량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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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매핑 해제"

■ 79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비활성화"

■ 80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삭제"

볼륨 스냅샷 활성화
스냅샷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활성화해야 합니다.

볼륨 스냅샷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스냅샷을 활성화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Licensing을 선택합니다.

Licensable Featur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Add License를 누릅니다.

Add License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License Type 메뉴에서 Snapshot을 선택합니다.

6. 버전 번호 및 요약을 입력한 후 OK를 누릅니다.

볼륨 스냅샷 정보 표시
기존 스냅샷에 대한 요약 및 세부사항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스냅샷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Snapshots를 선택합니다.

Snapsho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장 볼륨 스냅샷 구성 75



4. 해당 스냅샷에 대한 세부사항 정보를 보려면 스냅샷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스냅샷에 대한 Snapshot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볼륨 스냅샷 생성
스냅샷을 생성하기 전에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스냅샷 계
획에 대한 정보는 71페이지의 "볼륨 스냅샷 계획"을 참조하십시오.

주: 대상 볼륨의 스냅샷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볼륨 스냅샷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스냅샷을 생성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스냅샷을 생성하려는 볼륨을 누릅니다.

해당 볼륨의 Volume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Snapshot을 누릅니다.

Create Snapshot Volume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5. 마법사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마법사에서 Help 탭을 누릅니다.

볼륨 스냅샷 재생성
볼륨 스냅샷을 재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스냅샷을 재생성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Snapshots를 선택합니다.

Snapsho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스냅을 재생성할 스냅샷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Resnap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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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snap을 누릅니다. 

새 스냅샷을 완료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볼륨 스냅샷 복사 
스냅샷을 복사하기 전에 저장소 어레이에 적합한 대상 볼륨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스냅
샷 전용 새 대상 볼륨을 생성합니다.

주의: 볼륨 복사처럼 스냅샷의 볼륨 복사는 대상 볼륨의 모든 데이터를 덮어 쓰고 자동
으로 대상 볼륨을 데이터 호스트에 대한 읽기 전용으로 만듭니다. 볼륨 복사를 시작하
기 전에 대상 볼륨의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지 또는 데이터를 백업했는지 확
인합니다.

스냅샷을 복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스냅샷을 복사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Snapshots를 선택합니다.

Snapsho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복사할 스냅샷의 이름을 누릅니다.

Snapshot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Copy를 누릅니다.

Copy Snapshot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복사 우선 순위를 선택합니다.

유효값은 가장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및 가장 낮음입니다. 우선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자원이 할당되어 저장소 어레이의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7. 대상 볼륨 목록에서 대상 볼륨을 선택합니다. 

원본 볼륨의 용량과 같거나 더 큰 용량을 가진 유효한 대상 볼륨만 나타납니다. 

주: 원본 스냅샷과 유사한 용량을 가진 대상 볼륨을 선택하면 볼륨 사본이 생성된 후 
대상 볼륨에 불필요한 공간이 생길 위험이 줄어듭니다.

8. 스냅샷 및 대상 볼륨에 대한 모든 I/O 작업을 중지합니다.

9. 해당하는 경우 원본 볼륨 및 대상 볼륨에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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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정된 정보를 검토합니다. 만족하는 경우 OK를 누릅니다. 

11. 해당하는 경우 원본 볼륨 및 대상 볼륨에서 파일 시스템을 다시 마운트합니다.

12. 스냅샷 볼륨 및 대상 볼륨에 대한 I/O 작업을 활성화합니다.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볼륨 스냅샷 매핑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볼륨 스냅샷을 매핑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스냅샷을 매핑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Snapshots를 선택합니다.

Snapsho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을 매핑하려는 스냅샷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Map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5. Map을 누릅니다.

Map Volume 페이지에 사용 가능한 호스트 및 호스트 그룹 목록이 표시됩니다. 필터
를 사용하여 호스트 및 호스트 그룹만 표시합니다.

6. 이 볼륨을 매핑할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을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스냅샷이 매핑되었음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스냅샷 용량 확장
스냅샷 볼륨 용량을 확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 용량을 확장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Snapshots를 선택합니다. 

Snapsho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용량을 확장할 스냅샷을 누릅니다.

Snapshot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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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페이지의 Reserve Details 절로 가서 Expand 버튼을 누릅니다.

Expand Volume 페이지에 현재 용량이 표시됩니다.

6. 원하는 추가 용량을 지정한 다음 OK를 누릅니다. 

동적 볼륨 확장이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볼륨 스냅샷 매핑 해제
볼륨 스냅샷 매핑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스냅샷을 매핑 해제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Snapshots를 선택합니다.

Snapsho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매핑을 해제할 스냅샷을 누릅니다.

Snapshot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Unmap을 누릅니다. 

Unmap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6. OK를 누릅니다.

매핑 해제가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볼륨 스냅샷 비활성화
볼륨 스냅샷을 비활성화해도 볼륨 스냅샷이나 연결된 예약 볼륨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볼륨 스냅샷을 비활성화할 경우,

■ Snapshot Summary 페이지에서 스냅샷을 선택하고 Re-snap 버튼을 눌러 다시 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스냅샷만 비활성화됩니다. 다른 모든 스냅샷은 작동 가능합니다.

볼륨 스냅샷을 비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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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냅샷을 비활성화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비활성화할 스냅샷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Disable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4. Disable을 누릅니다.

스냅샷 볼륨의 비활성화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5. OK를 누릅니다.

선택한 스냅샷이 비활성화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볼륨 스냅샷 삭제
볼륨 스냅샷을 삭제할 때 해당 예약 볼륨도 삭제되어 예약 볼륨에 할당된 용량이 늘어
납니다.

볼륨 스냅샷을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스냅샷을 삭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Snapshots를 선택합니다.

Snapsho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삭제할 스냅샷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Delete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5. Delete를 누릅니다.

삭제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6. OK를 누릅니다.

선택한 스냅샷이 삭제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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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복제 구성
이 절에서는 데이터 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81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정보"

■ 90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계획"

■ 93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관리"

데이터 복제 정보
이 절에서는 데이터 복제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 81페이지의 "복제 프로세스 정보"

■ 83페이지의 "복제 세트 정보"

■ 85페이지의 "일관성 그룹 정보"

■ 86페이지의 "복제 연결 정보"

■ 86페이지의 "복제 세트 속성 정보"

■ 87페이지의 "주 역할 및 보조 역할 전환 정보"

■ 88페이지의 "복제 모드 정보"

■ 89페이지의 "참조: 동기식 복제 모드와 비동기식 복제 모드의 비교"

■ 90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작동 정보"

복제 프로세스 정보
데이터 복제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볼륨 레벨의 복제 도구입니다. 이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면 물리적으로 분리된 주 어레이와 보조 어레이 간의 볼륨을 실시간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볼륨에 액세스하는 동안 소프트웨어는 활성화되
고 볼륨 간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복제합니다. 

재난 복구 및 비즈니스 지속 계획의 일부로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주 볼륨의 중
요한 데이터 사본을 보조 볼륨에서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 볼륨에 데
이터 장애 조치를 위해 데이터 복구 전략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데이터에 대한 
변경 사항을 주 볼륨에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주 볼륨에서 보조 볼륨으로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주 볼륨과 보조 볼륨
의 결합은 복제 세트를 구성합니다. 먼저 복제 세트의 볼륨이 동기화된 후, 소프트웨어
는 1차 및 보조 볼륨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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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동기식 복제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88페이지의 "복제 모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주: 주 볼륨이 복제되는 동안에도 타사 응용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주 볼륨에 쓸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보조 볼륨은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전용 광 채널(FC) 연결(6140 어레이의 경우 FC 포트 4 및 6130 어레이의 
경우 호스트 포트 2)을 사용하여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 복제 모드로 두 어레이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복제 세트에 참여할 볼륨이 있는 두 어레이는 모두 Sun 관리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등록되어야 하고 대역외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 외부의 장거리 복제 연결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내장 인증이나 암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어레이를 사용하여 데이터 
복제 전략을 구현하는 고객의 경우 안전한 전용 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복제하고 단변 
장치를 사용하여 암호와 인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합한 보안 설정에 대한 
도움은 Sun Client Solutions에 문의하십시오.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지거나 보조 볼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모드 상
태를 일시 중지 모드로 자동 전환합니다. 이 때 복제는 중지되고 복제 저장소라고 하는 
별도의 볼륨에 있는 주 볼륨의 변경 사항을 추적합니다. 통신이 복구되면 소프트웨어는 
복제 저장소 볼륨의 정보를 사용하여 두 볼륨을 동기화하고 데이터 복제 작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동기식 복제 모드로 데이터를 복제할 때 소프트웨어는 쓰기 순서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즉, 보조 볼륨에 대한 쓰기 동작이 주 볼륨에 대한 쓰기 동작과 같은 순서인지 소프트웨어
에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조 볼륨의 데이터가 주 볼륨의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확
인할 수 있고 주 볼륨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됩
니다.

여러 볼륨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와 같이 여러 볼륨에 걸친 쓰기 
순서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 일관성 그룹에 여러 개의 복제 세트를 넣을 수 있
습니다. 각 어레이는 하나의 일관성 그룹만 지원하고 이 때 일관성 그룹의 복제 세트는 
비동기식 복제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관성 그룹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복제 세트
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그룹을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그룹
에 있는 여러 볼륨의 쓰기 순서를 유지하여 모든 보조 볼륨의 데이터가 해당하는 주 볼
륨의 일관된 사본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주 볼륨과 보조 볼륨의 역할을 바꾸어 보조 볼륨의 데이터를 주 볼륨으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역할 전환은 주 볼륨에 장애가 발생하여 보조 볼륨이 주 볼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하나의 장애 조치 기술입니다. 주 볼륨의 장애가 해결될 때까지 응용 프
로그램 소프트웨어는 보조 볼륨으로 바로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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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세트 정보
복제 세트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어레이에 상주하는 볼륨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어레이에 상주하는 볼륨
에 대한 참조. 하나의 어레이에는 데이터를 복사하는 주 볼륨이 들어 있고, 다른 어레
이에는 해당 데이터를 수신하는 보조 볼륨이 들어 있습니다.

■ 두 어레이 간의 복제 모드: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

■ 복제 세트 내에서 볼륨이 주 볼륨 또는 보조 볼륨으로 수행하는 역할.

어레이 당 최대 32개의 복제 세트가 지원됩니다. 복제 세트는 두 어레이 중 한 곳에서 생
성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어레이 모두에서 복제 세트 속성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
니다.

주: 멀티 홉과 일 대 다수 데이터 복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조 볼륨은 실시간으로 동기식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저장 후 전송(store-and-forward) 
기술을 사용하여 비동기식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복제 세트가 처음 생성되면 주 
볼륨을 먼저 지정된 보조 볼륨으로 전체 복사하여 일치하는 내용을 준비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주 볼륨에 대한 쓰기 작업을 수행하면 데이터 복제 소프트웨어는 주 볼륨
의 변경 사항을 보조 볼륨에 복사합니다. 이 때 두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각 어레이에서 Sun StorageTek Data Replicator Software 고급 기능을 활성화하면(95페이
지의 "데이터 복제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참조) 두 복제 저장소 볼륨이 제어기 당 하나씩 
각 어레이에 생성됩니다. 제어기에는 복제 저장소 볼륨의 복제 정보가 저장되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복제 세트의 대상 볼륨에 대한 쓰기 동작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됩니다. 제
어기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제어기 재설정 또는 어레이 정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점 이
후로 변경된 블록만 복사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 4-1은 두 어레이와 해당하는 복제 세트 간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간결한 묘사를 
위해 각 어레이에 하나의 제어기/복제 저장소 볼륨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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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어레이와 해당하는 복제 세트 간의 관계

복제 세트를 생성한 다음 해당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 86페이지의 
"복제 세트 속성 정보" 참조). 다음과 같이 볼륨 동작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저장소를 먼저 보조 볼륨에 추가한 다음 주 볼륨에 추가하여 복제된 볼륨을 확장합
니다. 

■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복제 세트 내에서 언제든지 주 볼륨 또는 보조 볼륨의 스냅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볼륨을 복사합니다.

복제 세트의 주 볼륨은 볼륨 복사의 원본 볼륨 또는 대상 볼륨이 될 수 있습니다. 보
조 볼륨에서 볼륨 복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 볼륨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 역할 
전환을 수행하여 보조 볼륨을 주 볼륨으로 변경합니다. 볼륨 복사가 진행 중일 때 역
할 전환을 시작하면 복사가 실패하고 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역할 전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87페이지의 "주 역할 및 보조 역할 전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볼륨 매핑을 변경합니다.

복제 세트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주 볼륨과 보조 볼륨 간의 연결
이 제거되고 해당 볼륨은 독립 볼륨으로 되돌아 갑니다.

주: 이미 복제 세트에 있는 볼륨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주 볼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조 볼륨이 주 볼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역
할 전환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은 새로 지정된 주 볼륨을 사용하여 해당 동작을 계속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주 볼륨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볼륨을 다른 볼륨
의 최신 데이터로 동기화하여 복제 세트의 기능을 복구해야 합니다.

1차
볼륨

보조 역할

어레이 A 어레이 B

 
 

데이터

물리적 연결

볼륨

복제
저장소
볼륨

복제
저장소
볼륨
84 Sun StorageTek 어레이 관리 안내서 •  2006년 4월



일관성 그룹 정보
일관성 그룹은 같은 역할을 갖고 비동기화 복제 모드만 사용하는 복제 세트의 모음을 
의미합니다. 일관성 그룹의 목적은 여러 볼륨에 걸친 쓰기 순서가 일관되도록 하기 위
함입니다. 각 어레이 당 하나의 일관성 그룹만 지원됩니다. 

일관성 그룹에서 동작을 수행할 때 해당 동작은 일관성 그룹의 모든 복제 세트와 그에 
따른 볼륨에 적용됩니다. 일관성 그룹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항은 해당 일관성 그룹의 
모든 복제 세트에서 발생하며, 일관성 그룹의 단일 복제 세트에서 동작이 실패할 경우 
해당 일관성 그룹의 모든 복제 세트에서도 동작이 실패합니다. 

주: 볼륨 스냅샷 동작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각 볼륨의 스냅샷은 복제 세트에서 개별적
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일관성 그룹에 복제 세트를 포함시킬 때 시스템은 복제 세트에 있는 볼륨 간의 쓰기 순
서를 보존합니다. 복제 세트가 하나의 단위로 제어되므로 데이터 복제 작동은 일관성 
그룹의 모든 구성원에서 실행됩니다. 보조 볼륨에 대한 쓰기 동작은 주 볼륨에 대한 쓰
기 동작과 같은 순서로 발생됩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룹에 있는 볼륨 간의 쓰기 순서를 
유지하여 각 보조 볼륨의 데이터가 해당하는 주 볼륨의 일관된 사본이 되도록 합니다. 

일관성 그룹에 복제 세트를 포함하기 전에 표 4-3 의 지침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일관성 그룹을 사전에 계획하고 복제 세트를 생성함과 동시에 해당 복제 세트를 일관성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Create Replication Set 
마법사에서 복제 속성을 지정할 때 쓰기 일관성 그룹에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기존 복제 세트를 비동기식 복제 모드로 일관성 그룹에 추가하려면, Replication Set 
Details 페이지에서 복제 세트에 대해 Consistency Group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저장합니다.

표 4-3 일관성 그룹 지침

항목 지침

쓰기 순서 볼륨 집합에 대한 쓰기 순서 일관성을 보존해야 하는 경우, 일관성 그룹의 볼륨을 구성하는 복제 
세트를 포함시키십시오. 복제 세트의 Replication Set Details 페이지에서 기존 복제 세트를 일관성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볼륨 일관성 그룹의 모든 주 볼륨은 같은 주 어레이에 상주해야 합니다. 주 볼륨이 다른 어레이에서 생
성된 경우에는 쓰기 순서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복제 세트 일관성 그룹의 복제 세트는 모두 비동기식 복제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관성 그룹은 최대 32개
의 복제 세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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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연결 정보
복제 연결은 데이터 복제를 허용하는 두 어레이 간의 논리적 및 물리적 연결을 나타냅
니다. 복제 연결을 통해 주 어레이와 보조 어레이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 연결
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복제 제어 명령도 전송합니다.

Sun StorageTek 6130 및 6140 어레이의 경우 양쪽 어레이에서 광 채널(FC) 포트 2 및 4
를 각각 사용하여 어레이 간에 복제 링크를 설정합니다. 또한 장거리 작동을 위해 어레
이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FC 스위치를 구성하고 영역 구분 작업을 적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복제를 위한 구성과 스위치 영역 구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어레이에 대
한 시작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주: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 외부의 장거리 복제 연결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내장 인증/암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어레이를 사용하여 데이터 복제 
전략을 구현하는 고객의 경우 안전한 전용 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복제하고 단변 장치를 
사용하여 암호와 인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합한 보안 설정에 대한 도움은 
Sun Client Solutions에 문의하십시오.

장거리 작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C 스위치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참조하십
시오.

복제 세트 속성 정보
복제 세트나 일관성 그룹을 정의할 때 복제 속성을 설정합니다. 이 속성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 보조 볼륨을 지정합니다. 복제 세트를 생성할 때 로컬 볼륨은 기본적으로 주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보조 볼륨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복제 세트를 작성한 
후에는 Replication Set Details 페이지를 통해 복제를 중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만큼 
볼륨의 역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98페이지의 "역할 전환"을 참조하
십시오.

■ 복제 모드를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으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88페이지의 "복
제 모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모드가 비동기식인 경우 복제 세트를 일관성 그룹에 
포함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85페이지의 "일관성 그룹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I/O 작업과 비교하여 동기화 등급의 우선 순위를 가장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또는 
가장 낮음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사용 환경에 적합할 경우, Create Replication Set 마법사에서 재동기화 방법을 
Automatic으로 설정합니다.

자동 재동기화는 수동 동기화(Replication Set Details 페이지에서 Resume 버튼을 눌
러 수동으로 재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대체 방법입니다. 자동 재동기화 옵션은 복
제 세트와 일관성 그룹 모두를 지원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소프트
웨어는 양쪽 어레이의 볼륨을 동기화하고 가능한 빨리 복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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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네트워크 연결이 실패하여 소프트웨어에서 복제가 멈춘 경우, 연결이 복구
되면 재동기화 작업이 발생됩니다. 복제 세트가 일관성 그룹의 구성원이고 연결 오류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해 복제 세트가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복제가 일시 중지됨), 주 볼
륨이 로컬 어레이에 있는 일관성 그룹의 모든 복제 세트는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문제
가 해결되면 모든 복제 세트는 자동으로 재동기화됩니다.

그러나 복제 세트(또는 복제 세트가 일관성 그룹의 구성원인 경우는 해당 그룹의 모
든 복제 세트)를 수동으로 중지한 경우, 소프트웨어는 자동 재동기화 작업을 수행하
지 않습니다. 이 경우 Resume 버튼을 눌러야 복제 세트를 재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Replication Set Details 페이지에 나오는 Auto-synchronize 확인란을 선택하여 기존 
복제 세트에 대한 자동 재동기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란은 로컬 볼륨이 주 
볼륨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역할 및 보조 역할 전환 정보
역할 전환을 사용하면 복제 세트 내의 보조 볼륨이 주 볼륨으로 승격되고 주 볼륨은 보
조 볼륨으로 강등됩니다. 

주: 일관성 그룹의 구성원인 복제 세트의 볼륨 역할을 변경하면 해당 복제 세트는 새로 
승격된 볼륨을 호스팅하는 어레이에 있는 일관성 그룹의 구성원이 됩니다.

주의: 주 볼륨과 보조 볼륨에 대한 I/O 동작이 역할 전환 중에 발생할 경우, 동기화 동작
을 시작하면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현재 보조 볼륨이 현재 주 볼륨과 함께 동기화되면 
보조 볼륨에 쓰여진 모든 내용이 손실됩니다.

보조 볼륨에서 주 볼륨으로 승격

주 볼륨이 포함된 어레이에서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복제 세트의 보
조 볼륨을 주 볼륨으로 승격시킵니다. 보조 볼륨을 승격시켜야 주 볼륨으로 매핑된 호
스트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고 비즈니스 동작이 지속될 수 있
습니다. 복제 세트가 실행 가능한 연결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보조 볼륨을 주 볼
륨으로 승격시키면 주 볼륨이 보조 볼륨으로 자동으로 강등됩니다.

보조 볼륨이 주 볼륨이 되면 볼륨 대 LUN 매핑을 통해 해당 볼륨에 매핑된 호스트는 이
제 해당 볼륨에 대해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주 사이트와 보조 사이트 간의 통신 문제로 
인해 주 볼륨을 강등할 수 없는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보조 볼륨의 승
격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중 주 볼륨 상태가 발생합니다.

보조 볼륨을 주 볼륨으로 승격시키려면 98페이지의 "역할 전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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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볼륨에서 보조 볼륨으로 강등

정상 작동 상태에서 주 볼륨을 보조 역할로 강등시킬 수 있습니다. 복제 세트가 실행 가
능한 연결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주 볼륨을 보조 볼륨으로 강등시키면 보조 볼륨
이 주 볼륨으로 자동으로 승격됩니다.

보조 볼륨이 주 볼륨이 되면 볼륨 대 LUN 매핑을 통해 주 볼륨에 액세스하는 호스트는 
이제 해당 볼륨에 대해 쓸 수 없습니다. 주 볼륨이 보조 볼륨이 되면 주 제어기에서 시작
한 원격 쓰기만 해당 볼륨에 쓰여집니다. 주 사이트와 보조 사이트 간의 통신 문제로 인
해 보조 볼륨을 승격할 수 없는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주 볼륨의 강등
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중 보조 볼륨 상태가 발생됩니다. 

주 볼륨을 보조 볼륨으로 강등시키려면 98페이지의 "역할 전환"을 참조하십시오. 

주: 이중 주 볼륨 상태 또는 이중 보조 볼륨 상태를 해결하려면 복제 세트를 삭제한 다음 
새 복제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복제 모드 정보
복제 모드는 복제 세트에 대한 통신 모드를 정의하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속성입
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음 두 가지 데이터 복제 모드를 지원합니다.

■ 동기식 모드 - 동기식 모드 복제에서 주 볼륨에 대한 쓰기 동작은 보조 볼륨이 업데이
트될 때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동기식 복제는 소프트웨어가 주 볼
륨이 응용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기 전에 보조 볼륨으로부터 데이터 수신에 대한 확인
을 받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드는 호스트 I/O 성능을 사용하여 보조 
볼륨으로부터 전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비동기식 모드 - 비동기식 모드 복제에서 데이터는 보조 볼륨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주 볼륨에 쓰여지고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동기식 복제를 사용하면 데이터 
복제 소프트웨어는 주 볼륨에서 쓰기 동작이 완료되는 즉시 주 볼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가 보조 볼륨으로 복사됩니다. 이 모드는 보다 빠른 I/O 
성능을 제공하지만 그 다음 쓰기 요청을 처리하기 전에 보조 볼륨에 대한 복사가 완
료되도록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제 모드는 복제 세트의 수명 기간 동안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모드를 변경하기 
전에 복제를 일시 중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복제 세트가 일관성 그룹의 구성원인 경우 정의에 따라 비동기식 모드 복제를 사용
해야 합니다. 복제 세트를 동기식 모드 복제로 변경하면 더 이상 일관성 그룹의 구성원
이 되지 않으며 해당 그룹의 남아 있는 복제 세트의 속성에 어떤 방식으로도 영향을 주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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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동기식 복제 모드와 비동기식 복제 모드의 
비교

복제 모드를 선택할 때 표 4-4의 설명대로 각 모드의 특성을 고려하십시오.

표 4-4 동기식 모드와 비동기식 모드의 비교

동기식 복제 비동기식 복제

주 볼륨에 대한 쓰기 동작은 사용자 데이터가 보조 볼
륨에 쓰여질 때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쓰기 동작은 사용자 데이터가 주 볼륨에 쓰여진 후에 곧 
바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가 보
조 볼륨으로 복사됩니다.

응답 시간이 네트워크에 따라 다릅니다. 
네트워크 대기 시간은 응용 프로그램 응답 시간이 각 
쓰기 동작의 네트워크 라운드트립 시간에 의해 큰 영향
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낮아야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대
역폭은 응용 프로그램의 최대 쓰기 기간 동안 생성되는 
쓰기 트래픽 양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트워크에서 쓰기 트래픽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 응답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응답 시간이 네트워크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의 대역폭이 응용 프로그램의 평균 쓰기 
기간 동안 생성되는 쓰기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
니다. 

WAN(광역 통신망)을 통해 대기 시간은 길지만 데이터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모든 데이터 사본의 동기화가 지연되는 대신 보다 높은 
성능과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응답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의 데이터 
집합이나 장거리 복제 등과 같이 데이터를 전송하고 확
인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 때문에 쓰기 동작의 대
기 시간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동기식 복제보다 응답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
니다. 

모든 데이터 변경 사항이 보조 볼륨에 실시간으로 복제
되므로 보조 볼륨은 주 볼륨과 일관된 쓰기 순서를 갖
습니다.

쓰기 수와 대기 시간에 따라 보조 볼륨이 주 볼륨보다 늦
어질 수 있습니다.

볼륨에 걸친 쓰기 순서가 보조 어레이에 보존됩니다. 보조 어레이에서 볼륨에 걸친 쓰기 순서가 필요한 경우, 
주 어레이에서 해당 볼륨에 대한 쓰기 일관성을 사용하
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 모드는 보조 어레이에서 데이터 손실의 공차가 0인 
볼륨에 사용됩니다.

이 모드는 보조 어레이에서 데이터 손실의 공차가 0이 아
닌 볼륨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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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복제 작동 정보
Replication Set Details 페이지에서 다음 데이터 복제 작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 일시 중지 - 이 동작을 사용하면 복제 세트의 복제(또는 주 어레이에 주 볼륨이 있는 
일관성 그룹의 모든 복제 세트)가 중지됩니다. 일시 중지된 모드에 있는 동안 소프트
웨어는 주 볼륨에 대한 변경 사항을 복제 저장소 볼륨에 기록하고, 보조 볼륨에 대한 
모든 쓰기 작업은 차단됩니다. 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시 중지 동작을 사용하여 통신 또는 연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
터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복제가 일시 중지된 후에 주 볼륨이 실패하는 경우, 주 
볼륨에 쓰여진 데이터는 보조 볼륨에 없습니다.

■ 다시 시작 - 이 동작은 복제 세트(또는 주 어레이에 주 볼륨이 있는 일관성 그룹의 모
든 복제 세트)를 일시 중지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결이 다시 준비되
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소프트웨어는 복제 저장소 볼륨의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볼륨
을 재동기화합니다. 볼륨이 재동기화된 이후에 복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복제를 다시 시작하도록 선택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로컬 볼륨이 복제 세트(또는 로컬 어레이에 주 볼륨이 있는 일관성 그룹의 복제 세
트)의 주 볼륨인 경우에만 복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볼륨을 다시 동기화할 때 복제 연결에 걸쳐 대량의 I/O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
동기화 동작이 대역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데이터 복제 계획
이 절에서는 데이터 복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 90페이지의 "계획에 필요한 일반 고려 사항"

■ 91페이지의 "복제 세트 생성에 대한 계획"

계획에 필요한 일반 고려 사항
데이터를 복제하고 복제 속성을 수정하려면 시스템 구성을 상당히 변경해야 합니다. 데
이터 복제 작동을 수행하기 전에 적절한 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
십시오. 

■ 비즈니스 필요성 - 비즈니스 데이터를 복제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최대 
지연 시간을 고려하십시오. 보조 볼륨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
는 기간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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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와 데이터 백업 횟수가 결정됩니다. 또한 복제하려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보조 
볼륨에 대한 쓰기 작업을 올바른 순서로 복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있는 것이 중
요합니다.

■ 데이터 손실 - 동기화 동작과 같이 데이터 복제의 단계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제가 주 볼륨의 데이터 무결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보조 볼륨의 데이터는 
쓰기 순서가 보존되지 않으므로 동기화하는 동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
반 동작이나 데이터 복구 시 양쪽 볼륨 모두에서 고급 수준의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려
면, 동기화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두 볼륨의 데이터를 백업하여 항상 데이터의 일관된 
사본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백업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장소
로부터 "권장" 사본을 제공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쓰기 로드 - 주 볼륨과 보조 볼륨 사이에 필요한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결정하려면 평균 쓰기 로드와 최대 쓰기 로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에 
대해 결정하려면 다음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 데이터 쓰기 동작의 평균 전송률과 크기

평균 전송률은 응용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로드를 수행하는 동안 데이터 쓰기 동
작의 수를 나타냅니다. 응용 프로그램 읽기 동작은 데이터 복제의 준비와 계획에 
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쓰기 동작의 최대 전송률과 크기

최대 전송률은 측정된 시간 동안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쓰여진 최고 데이터 양을 
나타냅니다.

■ 쓰기 최대 전송률의 지속 기간 및 빈도

지속 기간은 쓰기 최대 전송률이 지속되는 기간을 나타내며 빈도는 이러한 상태
가 발생하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 네트워크 특성 -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속성은 주 볼륨과 보조 볼륨 간의 
네트워크 대역폭과 네트워크 대기 시간입니다.

복제 세트 생성에 대한 계획
Create Replication Set 마법사를 사용하여 복제 세트를 생성해야 보조 볼륨에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주 어레이와 보조 어레이의 저장소 도메인 정의는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됩니다. 볼
륨이 보조 역할로 설정되어 있을 때 이러한 정의를 수행하면, 해당 볼륨을 주 역할로 
승격시켜야 할 경우 사이트 복구와 관련된 관리 작업이 줄어듭니다.

■ 보조 볼륨의 크기는 해당하는 주 볼륨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 주 볼륨과 보조 볼륨은 복제에 대해 같은 레벨의 독립 디스크의 중복 배열(RAID)
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 동기화 프로세스는 보조 볼륨의 모든 데이터를 덮어쓰고 읽기 전용으로 만듭니다. 보
조 볼륨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 복제 세트를 생성하기 전에 백업하십시오.

■ 복제된 볼륨이나 스냅샷 볼륨을 사용하여 복제 세트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4 장 데이터 복제 구성 91



■ 볼륨에 매핑된 호스트는 해당 볼륨이 복제 세트의 보조 볼륨이 된 후에는 해당 볼
륨에 대한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핑된 볼륨은 보조 볼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복제 세트가 생성된 후에도 정의된 매핑은 그대로 남게 되고, 볼
륨이 주 볼륨으로 승격되거나 복제 세트가 삭제될 경우 매핑된 호스트는 해당 볼
륨에 대한 쓰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볼륨은 하나의 복제 세트에 대해서만 보조 볼륨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쪽 어레이에 데이터 복제를 위한 볼륨을 구성했는지 확인하고 어레이 간에 실행 
가능한 광 채널(FC) 연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볼륨과 마찬가지로 주 볼륨과 
보조 볼륨을 구성합니다. 보조 볼륨의 용량은 해당하는 주 볼륨의 용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 보조 어레이가 기존의 FC 연결을 통해 로컬 주 어레이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데이터 복제는 전용 FC 포트(6130 어레이에서 FC 포트 2 및 6140 어레이에서 FC 
포트 4)를 사용합니다.

■ 장거리 작동을 위해 어레이 사이의 연결을 제공하는 FC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장거
리 작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C 스위치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참조하십
시오. 데이터 복제를 위한 구성과 스위치 영역 구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어레
이에 대한 시작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복제 세트에 참여할 볼륨이 있는 두 어레이가 Sun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등록
되었는지 확인하고 대역외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조 어레이와 보조 볼륨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보조 볼륨의 볼륨 페이지에서 이름
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양쪽 볼륨의 데이터를 백업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Sun StorageTek Data Replicator 소프트웨어 고급 기능이 94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사용" 및 95페이지의 "데이터 복제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의 설명과 같이 데이터 복
제에 참여할 두 어레이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되고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복제 세트의 특성을 정의합니다.

■ 쓰기 순서 일관성 – 볼륨에서 쓰기 순서 일관성을 보존할 것인지 여부와 볼륨을 
그룹으로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쓰기 일관성 그룹에 
추가 확인란을 선택하여 복제 세트를 일관성 그룹에 포함시킵니다. 일관성 그룹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85페이지의 "일관성 그룹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역할 – 주 역할을 맡을 어레이와 볼륨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제 생성 마법
사를 실행하려는 어레이와 볼륨이 주 역할에 할당됩니다. 기존 복제 세트의 역할 
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87페이지의 "주 역할 및 보조 역할 전환 정보"를 참조
하십시오.

■ 복제 모드 –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 데이터 복제 모드 중에서 사용 중인 응용 프로
그램에 대해 가장 적합한 데이터 통신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데이터 복제
에 사용할 저장소 영역 네트워크(SAN)의 경로를 선택할 때 네트워크 대기 시간, 
대역폭 및 보안을 고려하십시오. 

주: 복제 세트를 맨 처음 생성할 때 발생하는 전체 동기화가 시간이 가장 많이 소
요되는 데이터 복제 작동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한된 대역폭 연결을 통해 새 복
제 세트를 생성하지 마십시오.

복제 모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88페이지의 "복제 모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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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화 우선 순위 – 시스템에서 I/O 작업과 비교하여 동기화 등급에 보다 높은 우
선 순위와 보다 낮은 우선 순위 중 무엇을 할당할지 결정합니다. 높은 동기화 등급
으로 인해 I/O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사용중인 환경에서 느린 I/O 작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보다 빠른 동기화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빠른 
I/O 작업을 보장하려면 보다 느린 동기화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동기화 방법 – 어레이 사이에 연결이 있을 때마다 시스템에서 두 어레이의 볼륨을 
자동으로 동기화할지 또는 동기화를 수동으로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동
기화 방법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90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작동 정보" 및 86
페이지의 "복제 세트 속성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복제 관리
이 절에서는 데이터 복제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94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상태 정보"

■ 94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사용"

■ 95페이지의 "데이터 복제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 96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사용 안함"

■ 96페이지의 "복제 세트 정보 표시"

■ 97페이지의 "복제 세트 생성"

■ 98페이지의 "복제 세트 삭제"

■ 98페이지의 "역할 전환"

■ 99페이지의 "복제 모드 변경"

■ 100페이지의 "데이터 복제의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

■ 101페이지의 "복제 세트 연결 테스트"

■ 101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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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복제 상태 정보
데이터 복제 상태는 주 어레이와 보조 어레이에 대해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표 4-5에
는 네 가지의 가능한 데이터 복제 상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레이에 대해 데이터 복제를 사용할지 또는 사용하지 않을지 결정하려면, 해당 어레이
를 선택한 다음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Licensing을 선택하여 
Licensable Feature Summary 페이지를 봅니다.

데이터 복제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Licenseable Feature 
Summary 페이지의 Available Features 절에서 Replication Sets를 누른 다음 
Licenseable Feature Details - Replication Sets 페이지를 봅니다.

데이터 복제 사용
어레이에 Sun StorageTek Data Replicator 소프트웨어 고급 기능의 라이센스를 설치하
면 해당 어레이에 대해서만 데이터 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어레이가 하나의 복
제 세트에 참여하므로 복제 세트에 사용하려는 두 어레이에 모두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표 4-5 데이터 복제 상태

상황 설명

사용 안함/비활성화 데이터 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Sun StorageTek Data 
Replicator Software 고급 기능을 사용하려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도
록 설정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데이터 복제를 사용하려면 94페이
지의 "데이터 복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복제를 활성화하
려면 95페이지의 "데이터 복제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참조하십
시오.

사용 안함/활성화 데이터 복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새 복제 세트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기존 복제 세트는 Sun StorageTek Data Replicator 소
프트웨어 고급 기능의 모든 기능과 함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제를 사용하려면 94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함/비활성화 데이터 복제가 사용되도록 설정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데
이터 복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데이터 복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
다. 데이터 복제를 활성화하려면 95페이지의 "데이터 복제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사용함/활성화 데이터 복제가 사용되도록 설정되고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어레이 
및 데이터 복제가 사용되도록 설정되고 활성화된 다른 어레이에서 
데이터 복제를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제를 생성하
고 관리하려면 93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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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Sun StorageTek Data Replicator 소프트웨어 고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6130 어레
이는 광 채널(FC) 포트 2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6140 어레이는 각 제어기에서 호스트 포
트 4를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어레이에서 데이터 복제를 사용하기 전에 6130 어레이에
서 각 제어기의 FC 포트 2와 6140 어레이에서 각 제어기의 FC 포트 4가 현재 사용 중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중인 경우 모든 연결을 6130 어레이의 경우 FC 포트 2에
서 FC 포트 1로 이동하고 6140 어레이의 경우 FC 포트 4에서 FC 포트 3, 2 또는 1로 이
동해야 합니다.

어레이의 데이터 복제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데이터 복제를 사용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Licensing을 선택합니다.

Licensable Featur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Add License를 누릅니다.

Add License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License Type 메뉴에서 Sun StorageTek Data Replicator Software를 선택합니다.

6. 버전 번호 및 키 요약을 입력한 후 OK를 누릅니다.

데이터 복제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Sun StorageTek Data Replicator 소프트웨어 고급 기능을 활성화하면 어레이에서 복제 
세트를 생성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데이터 복제가 활성화되면 각 어레이 
제어기의 보조 포트가 데이터 복제를 위해 예약되고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어레
이의 각 제어기에 대한 복제 저장소 볼륨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주: 복제 저장소 볼륨을 사용하려면 어레이에 256MB의 사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용
량을 사용하여 각 제어기 당 하나씩 두 개의 복제 저장소 볼륨이 생성됩니다. 

복제 세트가 없고 Sun StorageTek Data Replicator 소프트웨어 고급 기능이 더 이상 필요
하지 않는 경우, 두 저장소 어레이에 전용으로 사용하던 포트를 일반 사용으로 다시 설정
하고 두 복제 저장소 볼륨을 삭제하기 위해 데이터 복제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주: 고급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먼저 모든 복제 세트를 삭제해야 합니다.

Sun StorageTek Data Replicator 소프트웨어 고급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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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데이터 복제 세트에서 주 볼륨이 포함된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Licensing을 선택합니다.

Licensable Featur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Replication Sets를 누릅니다.

Licenseable Feature Details - Replication Set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Activate 또는 Deactivate를 적절히 누릅니다.

확인 대화 상자에 성공 또는 실패의 여부가 표시됩니다.

데이터 복제 사용 안함
데이터 복제가 사용 안함/활성화 상태인 경우, 이전에 생성한 기존 복제 세트는 여전히 
유지되고 관리되지만 새 복제 세트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사용 안함/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어떠한 복제 작업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복제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데이터 복제 세트에서 주 볼륨을 찾으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Licensing을 선택합니다.

Licensable Featur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Replication Sets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Disable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5. Disable을 누릅니다.

복제 세트 정보 표시
어레이에서 복제 세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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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제 세트가 상주하는 어레이의 이름을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Replication Sets 탭을 선택합니다.

Replication Se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복제 세트의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복제 세트에 대한 Replication Set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복제 세트 생성
복제 세트를 생성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여러 사항을 결정합니다. 복제 세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
는 90페이지의 "데이터 복제 계획"을 참조하십시오.

■ 모든 I/O 작업을 중지하고 보조 볼륨의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복제 세
트를 생성하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 storage 사용자 역할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Create Replication Set 마법사를 사용하면 복제 세트를 독립형 또는 일관성 그룹의 일
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복제 세트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보조 볼륨에 복제하려는 주 볼륨이 들어 있는 어레이의 이름을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보조 볼륨에 복제하려는 주 볼륨의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볼륨에 대한 Volume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주: 이미 복제 세트에 있는 볼륨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4. Replicate를 누릅니다.

Create Replication Set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5. 마법사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필요한 경우, Create Replication Set 마법사를 사용하
여 새 복제 세트를 일관성 그룹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복제 세트를 생성할 때 시스템은 주 볼륨의 모든 데이터를 보조 볼륨으로 복사하고 
이 때 보조 볼륨의 기존 데이터를 덮어씁니다. 수동으로 또는 시스템이나 통신 문제
의 이유로 복제가 일시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 볼륨 간의 데이터 중에서 
다른 부분만 복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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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Replication Set Summary 페이지로 이동하여 New 버튼을 눌러 복제 세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마법사의 추가 단계에서 현재 어레이로부터 주 볼륨을 필터링
하고 선택하도록 묻습니다.

복제 세트 삭제
복제 세트를 삭제하면 주 볼륨이 보조 볼륨으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작업이 중지됩니다. 
주 볼륨과 보조 볼륨 간의 연결이 제거되고 원래 볼륨의 역할로 되돌아 갑니다. 볼륨에 저
장된 데이터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볼륨은 매핑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려 복제 
세트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볼륨 사이의 복제 관계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복제 세트의 볼륨이 상주하는 어레이의 이름을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Replication Sets를 선택합니다.

Replication Se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삭제하려는 복제 세트를 선택한 다음 Delete를 누릅니다.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OK를 누릅니다.

복제 세트가 삭제됩니다.

역할 전환
주 볼륨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복제 세트에 있는 주 볼륨과 보조 볼륨의 역할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조 볼륨이 주 볼륨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주 볼륨 장애를 해결하는 동안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보조 볼륨으로 직접 액세스합니다. 

복제 세트의 두 볼륨 중 한 곳에서 역할 전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 볼
륨을 주 볼륨으로 승격시키면 기존 주 볼륨은 보조 볼륨으로 자동 강등됩니다(시스템이 
기존 주 볼륨과 통신할 수 없는 경우 제외).

주: 일관성 그룹의 구성원인 복제 세트의 볼륨 역할을 변경하면 해당 복제 세트는 새로 
승격된 볼륨을 호스팅하는 어레이에 있는 일관성 그룹의 구성원이 됩니다.

복제 세트 내에서 볼륨의 역할을 전환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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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제 세트에 역할을 전환하려는 볼륨이 들어 있는 어레이의 이름을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Replication Sets를 선택합니다.

Replication Se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해당 볼륨을 포함하는 복제 세트의 이름을 누릅니다.

Replication Set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Role to Secondary 또는 Role to Primary를 적절히 누릅니다.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OK를 누릅니다.

볼륨의 역할이 이제 전환되었습니다.

복제 모드 변경
복제 세트의 복제 모드를 변경하기 전에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
니다. 복제 모드 계획에 대한 정보는 88페이지의 "복제 모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복제 세트의 복제 모드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복제 모드를 변경하려는 복제 세트가 들어 있는 어레이의 이름을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Replication Sets를 선택합니다.

Replication Se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복제 모드를 변경하려는 복제 세트의 이름을 누릅니다.

Replication Set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드롭 다운 목록에서 Asynchronous 또는 Synchronous를 적절히 선택합니다.

Asynchronous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쓰기 순서 일관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
동기식 모드를 사용하는 모든 복제 세트에 대해 쓰기 순서 일관성을 사용하도록 하
려면 Consistency Group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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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복제의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
기존 복제 세트의 데이터 복제를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
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복제를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하려는 복제 세트가 들어 있는 어레이의 이름을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Replication Sets를 선택합니다.

Replication Se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복제를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하려는 복제 세트의 이름을 누릅니다.

Replication Set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복제를 일시 중지하고 볼륨 간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려면 Suspend를 누릅니다.

주: 복제 세트가 Suspended, Unsynchronized 또는 Failed/Suspended 상태인 경
우, Resume 버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복제 세트를 일시 중지하면 주 볼륨과 보조 볼륨 사이의 데이터 동기화가 중지
됩니다. 주 볼륨에 쓰여진 데이터는 복제 세트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 동안 추적되
고, 복제가 다시 시작되면 자동으로 보조 볼륨에 쓰여집니다. 전체 동기화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 복제를 다시 시작하고 볼륨의 전체 내용이 아닌 데이터 변경 사항만 복사하려는 
경우, Resume을 누릅니다.

주: 주 볼륨에 쓰여진 데이터는 복제 세트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 동안 추적되고, 복
제가 다시 시작되면 자동으로 보조 볼륨에 쓰여집니다. 전체 동기화는 필요하지 않
습니다.

6. 선택한 작업을 확인하라고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OK를 누릅니다.

주: 일관성 그룹의 일부인 복제 세트에 대해 복제를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경
우, 주 어레이에 주 볼륨이 있는 해당 그룹의 다른 모든 복제 세트도 일시 중지되거나 다
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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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세트 연결 테스트
Replication Set Details 페이지의 Test Communication 버튼을 눌러 복제 세트에 있는 
볼륨 간의 통신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주 볼륨과 보조 볼륨 사이에 실행 가능한 연결
이 있는 경우, 주 볼륨과 보조 볼륨 간의 통신이 정상임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신 문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데이터 복제 문제 해결
데이터 복제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주 및 보조 6130 어레이 제어기 양쪽에 있는 포트 2 또는 주 및 보조 6140 어레이 제
어기 양쪽에 있는 포트 4에 광 채널 연결이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링크 통신
을 테스트하려면 101페이지의 "복제 세트 연결 테스트"를 참조하십시오.

■ Create Replication Set 마법사에서 올바른 보조 어레이와 볼륨 이름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복제 세트를 삭제하고 올바른 보조 어레이와 볼
륨 이름을 가진 새 복제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표 4-6은 데이터 복제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문제, 가능한 원인 및 
해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표 4-6 데이터 복제 문제 해결 표

증상 원인 해결 방법

주 어레이에서 복제 세트를 
삭제한 이후에도 보조 어레이
에 해당 복제 세트가 계속 있
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삭제를 수행하는 동안 주 어레이와 보조 어레
이 사이의 연결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보조 어레이의 복제 세트를 삭제
하십시오.

보조 어레이에서 복제 세트를 
삭제한 이후에도 주 어레이에 
해당 복제 세트가 계속 있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삭제를 수행하는 동안 주 어레이와 보조 어레
이 사이의 연결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주 어레이의 복제 세트를 삭제하
십시오.

동기화 진행 상태 필드에서 
주 볼륨에 대한 상태가 동기
화되지 않음으로 표시되어 있
습니다.

주 볼륨과 보조 볼륨 사이의 복제된 데이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연결 오류, 주 볼륨과 보
조 볼륨의 장애 또는 이중의 주 볼륨이나 보
조 볼륨 상태(87페이지의 "주 역할 및 보조 역
할 전환 정보" 참조)가 모두 동기화되지 않음 
상태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 볼륨의 제어기 소유자가 보조 
볼륨의 제어기 소유자와 통신할 
수 있고, 볼륨이 온라인 상태이고 
복제 중이며, 자동 동기화 옵션이 
선택되어 있으면, 전체 동기화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 전체 
동기화를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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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디스크 구성
이 절에서는 가상 디스크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02페이지의 "가상 디스크 정보"

■ 103페이지의 "가상 디스크 정보 표시"

■ 103페이지의 "가상 디스크 확장"

■ 104페이지의 "가상 디스크 조각 모음"

가상 디스크 정보
가상 디스크는 볼륨 또는 스냅샷의 생성 또는 삭제 프로세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성되
고 제거됩니다. 가상 디스크에 참가한 디스크 드라이브는 SATA (Serial Attached 
Technology Advancement) 또는 FC (Fibre Channel) 중 하나로 모두 동일한 유형이어
야 합니다. 독립 디스크의 중복 배열(RAID) 시스템은 많은 수의 소용량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 서버,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어레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저장소 공간을 제공합니다. RAID 시스템은 내결함성과 성능을 위해 두 개 이상
의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처리량과 가용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어레
이 내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법, 즉 어레이의 RAID 레벨입니다. 

어레이에서 트레이 내의 디스크 드라이브는 RAID 레벨에 따라 가상 디스크라고도 하
는 RAID 세트로 그룹화됩니다. 어레이는 다음 레벨을 지원합니다.

■ RAID-0 – 여러 디스크에 걸쳐 데이터를 스트라이프하지만 중복성은 없습니다. 이 
레벨에서는 성능은 향상되지만 내결함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RAID-1 – 모든 데이터가 별도의 디스크에 복사되도록 디스크를 미러링합니다. 

■ RAID-1+0 – 디스크 미러링(RAID-1)과 디스크 스트라이핑(RAID-0)을 결합하여 고
성능과 높은 레벨의 중복성을 함께 적용합니다. RAID-0의 데이터 스트라이핑은 디
스크 어레이에서 높은 성능 레벨을 생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며, 중복성을 생
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의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드는 것입니다. 

6130 및 6140 어레이의 경우 디스크 스트라이핑과 디스크 미러링을 결합하려면 2개 
이상의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RAID-1을 구성해야 합니다. 펌웨어가 RAID 1+0 가상 
디스크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RAID-3 – 패리티 디스크에 스트라이프 패리티를 쓰는 동안 여러 디스크에 걸쳐 바
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스트라이프합니다. 단일 스트림 파일에 대해 높은 데이터 처
리량을 제공합니다. 읽기에 대한 패리티를 확인합니다.

■ RAID-5 –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스트라이프하고 스트라이프 오류 정정(패리티 검
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레벨에서 최소 드라이브 수는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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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5는 우수한 성능과 탁월한 내결함성을 제공합니다. 패리티 검사는 RAID 제어기
가 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할 때 패리티 비트라는 중복 정보도 함께 쓰도록 지정합니다. 
디스크가 실패하는 경우, 패리티 정보는 요청 시 RAID 제어기가 손실된 정보를 재생
성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패리티 정보는 여러 개의 디스크에 퍼져 있기 때문에 디스크
의 작은 부분을 패리티 정보로 사용하여 저장소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가상 디스크 정보 표시
기존 가상 디스크에 대한 요약 및 세부사항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가상 디
스크와 연결된 디스크 드라이브 및 볼륨에 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상 디스크의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가상 디스크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Virtual Disks를 선택합니다.

Virtual Disk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가상 디스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해당 가상 디스크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가상 디스크에 대한 Virtual Disk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선택한 가상 디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Related Information에서 항목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에 대한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가상 디스크 확장
충분히 할당되지 않은 디스크 및 가상 디스크가 온라인 및 준비 상태인 경우 가상 디스
크의 크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 가상 디스크를 확장할 경우, 가상 디스크에 참가한 디스크 드라이브는 SATA (Serial 
Attached Technology Advancement) 또는 FC (Fibre Channel) 중 하나로 모두 동일한 
유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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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디스크를 확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가상 디스크 크기를 확장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Virtual Disks를 선택합니다.

Virtual Disk Summary 요약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확장할 가상 디스크의 이름을 누릅니다.

해당 가상 디스크에 대한 Virtual Disk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가상 디스크 확장에 사용 가능한 디스크를 보려면 Expand를 누릅니다.

Expand Virtual Disk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용량을 확장할 가상 디스크에 포함하려는 디스크를 선택한 다음 OK를 누릅니다.

Virtual Disk Details 페이지가 새로 고쳐지고 가상 디스크 확장을 확인하는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가상 디스크 조각 모음
가상 디스크를 조각 모음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가상 디스크를 조각 모음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Virtual Disks를 선택합니다.

Virtual Disk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조각 모음을 수행할 가상 디스크의 이름을 누릅니다.

해당 가상 디스크에 대한 Virtual Disk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Defragment를 누릅니다.

가상 디스크 세부사항 페이지가 새로 고쳐지고 조각 모음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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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풀 구성
이 절에서는 저장소 풀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05페이지의 "저장소 풀 정보"

■ 105페이지의 "풀 정보 표시"

■ 106페이지의 "저장소 풀 생성"

■ 107페이지의 "저장소 풀 수정"

■ 107페이지의 "저장소 풀 삭제"

저장소 풀 정보
저장소 환경은 저장소 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풀은 저장소 풀이 특정 I/O 요구 
사항에 충족되도록 하는 프로파일에 연결됩니다. 각 어레이에는 RAID-5 저장소 특성을 
구현하는 기본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기본 풀이 있습니다. 

기본 풀은 가장 일반적인 저장소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또한 해당 어레이는 참조
되는 응용 프로그램 유형에 최적인 특정 I/O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저장소 프로파일 
세트를 제공합니다. 출하 시 프로파일이 해당 사이트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
용자 정의 저장소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 저장소 풀을 생성할 때 특정 프로
파일을 저장소 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장소 풀을 보려면 105페이지의 "풀 정보 표시"에 설명한 대로 Storage Pool 
Summary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 저장소 풀을 제거하면 풀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손상되고 풀의 구성원인 모든 볼
륨이 제거됩니다. 데이터는 새 저장소 풀을 추가한 후에 백업에서 복구할 수 있지만 처
음 저장된 장소에서 이러한 수고를 피하는 게 훨씬 편한 방법입니다.

풀 정보 표시
기존 저장소 풀에 대한 요약 및 세부사항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풀과 연결
된 가상 디스크 및 볼륨에 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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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풀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Pools를 선택합니다.

Storage Pool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세부사항 정보를 보려면 풀의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풀에 대한 Storage Pool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선택한 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Related Information에서 항목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에 대한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저장소 풀 생성
저장소 풀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저장소 풀을 생성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Pools를 선택합니다.

Pool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New를 누릅니다. 

새 저장소 풀 생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새로운 풀의 이름을 지정합니다(최대 30자까지 지정 가능).

6. 새 저장소 풀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7. 이 풀의 저장소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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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풀 수정
저장소 풀을 수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저장소 풀을 수정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Pools를 선택합니다.

Storage Pool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수정할 저장소 풀을 누릅니다. 

해당 풀에 대한 Storage Pool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적절히 수정한 후 OK를 누릅니다. 

저장소 풀 삭제
저장소 풀을 삭제하면 풀과 연결된 모든 볼륨도 삭제됩니다. 

저장소 풀을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저장소 풀을 삭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Pools를 선택합니다.

4. 삭제할 저장소 풀의 확인란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Delete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5. Delete를 누릅니다. 

선택된 저장소 풀은 더 이상 Storage Pools 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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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프로파일 구성
이 절에서는 저장소 프로파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 108페이지의 "저장소 프로파일 정보"

■ 109페이지의 "참조: 표준 저장소 프로파일"

■ 110페이지의 "프로파일 정보 표시"

■ 110페이지의 "저장소 프로파일 생성"

■ 111페이지의 "저장소 프로파일 수정"

■ 112페이지의 "저장소 프로파일 복사"

■ 112페이지의 "저장소 프로파일 삭제"

저장소 프로파일 정보
저장소 프로파일은 저장소 풀에 적용해 저장소를 할당하는 속성의 집합이며 각 속성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에는 사전 정의된 저장소 프로파일 세트가 
있습니다. 어레이는 다른 요구 사항에 맞도록 사전 구성된 다양한 저장소 프로파일과 
함께 제공됩니다. 해당 저장소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프로파일을 선택하
거나 사용자 지정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에는 많은 저장소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RAID-5 저장소 특성을 지닌 기본 저
장소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기본 풀은 기본 프로파일을 사용합니다.

각 저장소 프로파일은 표 4-7의 설명과 같이 설정값을 갖습니다.

표 4-7 저장소 프로파일 설정

매개변수 값 또는 변수 유형 설명

이름 최대 32자 저장소 프로파일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RAID 레벨 0, 1, 3, 5 가상 디스크 내의 모든 디스크에 구성된 
RAID 레벨입니다.

세그먼트 크기 8KB, 16KB, 32KB, 64KB, 
128KB, 256KB, 512KB

이 프로파일의 세그먼트 크기를 나타냅
니다.

미리 읽기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어레이의 미리 읽기 모드입니다. 제어기가 
호스트 요청 데이터 블록을 읽고 디스크에
서 캐시로 복사하는 동안 캐시 미리 읽기
를 사용하면 제어기는 추가 데이터 블록을 
캐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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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표준 저장소 프로파일
표 4-8에 설명되어 있는 모든 디스크 유형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다음저장소 프로파일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유형 ANY, FC 또는 SATA 디스크 유형을 나타냅니다. 

디스크 수 1 ~ 14 또는 변수 가상 디스크에서 함께 그룹화되는 디스크 
수입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수 매개변수
를 숫자로 설정한 프로파일을 가진 저장소 
풀을 생성하는 경우, 해당 저장소 풀의 일
부인 모든 가상 디스크에 같은 수의 디스
크가 있어야 합니다. 디스크 수 매개변수
가 변수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풀에 저장소를 추가할 때 디스크 수에 대
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표 4-8 표준 저장소 프로파일

이름 RAID 레벨 세그먼트 크기
미리 읽기 
모드

디스크 드라
이브 유형 디스크 수

기본값 RAID-5 512KB 활성화 FC 변수

High_Capacity_Computing RAID-5 512KB 활성화 SATA 변수

High_Performance_Computing RAID-5 512KB 활성화 FC 변수

Mail_Spooling RAID-1 512KB 활성화 FC 변수

NFS_Mirroring RAID-1 512KB 활성화 FC 변수

NFS_Striping RAID-5 512KB 활성화 FC 변수

Oracle_DSS RAID-5 512KB 활성화 FC 변수

Oracle_OLTP RAID-5 512KB 활성화 FC 변수

Oracle_OLTP_HA RAID-1 512KB 활성화 FC 변수

Random_1 RAID-1 512KB 활성화 FC 변수

순차 RAID-5 512KB 활성화 FC 변수

Sybase_DSS RAID-5 512KB 활성화 FC 변수

Sybase_OLTP RAID-5 512KB 활성화 FC 변수

표 4-7 저장소 프로파일 설정 (계속)

매개변수 값 또는 변수 유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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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정보 표시
기존 저장소 프로파일에 대한 요약 및 세부사항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저
장소 프로파일과 연결된 풀과 볼륨에 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프로파일 정보를 보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Profiles를 선택합니다.

Storage Profil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세부사항 정보를 보려면 프로파일의 이름을 누릅니다.

해당 프로파일에 대한 Storage Profile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선택한 프로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Related Information에서 항목을 누
릅니다.

선택한 항목에 대한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저장소 프로파일 생성
저장소 프로파일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Sybase_OLTP_HA RAID-1 512KB 활성화 FC 변수

표 4-8 표준 저장소 프로파일 (계속)

이름 RAID 레벨 세그먼트 크기
미리 읽기 
모드

디스크 드라
이브 유형 디스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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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파일을 생성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Profiles를 선택합니다.

Storage Profil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New를 누릅니다.

New Storage Profile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새 프로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최대 32자까지 지정 가능).

6. 새 프로파일의 설명을 지정합니다(최대 256자까지 지정 가능).

7. 남은 프로파일 속성을 지정합니다.

8. 새 저장소 프로파일에 지정된 정보를 검토합니다. 만족하는 경우 OK를 누릅니다. 

저장소 프로파일 수정
기본 출하 시 프로파일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파일 상태가 사용 중이면 프로파일
의 이름과 설명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이 저장소 풀과 연결되어 있으면 프로
파일의 상태가 사용 중으로 표시됩니다. 

저장소 프로파일을 수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프로파일을 수정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Profiles를 선택합니다.

Storage Profil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수정할 저장소 프로파일을 누릅니다. 

선택한 프로파일의 Storage Profile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적절히 수정한 후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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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프로파일 복사
다른 어레이에 프로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 프로파일을 복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프로파일을 복사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Profiles를 선택합니다.

Storage Profil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복사하려는 저장소 프로파일의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opy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5. Copy를 누릅니다. 

Copy Storage Profile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프로파일을 복사하려는 어레이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저장소 프로파일 삭제
기본 출하시 프로파일과 사용 중 상태로 프로파일(저장소 풀과 연결됨)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저장소 프로파일을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프로파일을 삭제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Logical Storage > Profiles를 선택합니다.

Storage Profil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12 Sun StorageTek 어레이 관리 안내서 •  2006년 4월



4. 삭제하려는 저장소 프로파일의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Delete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5. Delete를 누릅니다. 

저장소 프로파일 표에서 선택한 저장소 프로파일이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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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장치 구성
이 절에서는 초기화 장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14페이지의 "초기화 장치 정보"

■ 114페이지의 "초기화 장치 정보 표시"

■ 115페이지의 "초기화 장치 생성"

■ 116페이지의 "초기화 장치 삭제"

초기화 장치 정보
초기화 장치는 해당 프로토콜에 특정한 물리적 포트로서 어레이와의 I/O 교환을 초기
화합니다. 광 채널(FC) 저장소 영역 네트워크(SAN)에서 초기화 장치는 포트 월드 와이
드 이름(WWN)으로 확인되는 FC 포트입니다. 데이터 호스트가 2개의 호스트 버스 어댑
터(HBA)로 어레이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레이는 호스트를 2개의 다른 초기화 장치로 취급
합니다. FC 어레이 LUN 마스킹 및 매핑은 초기화 장치 포트 식별자를 사용하여 저장소 
고객을 인증합니다.

새 초기화 장치가 저장소 환경에 연결되고 어레이가 해당 장치를 감지하면 관리 소프트
웨어가 Initiator Summary 페이지에 해당 장치를 표시합니다. 초기화 장치를 구성하려
면, 목록에서 해당 장치를 선택하고, 식별하기 위한 설명을 추가하고, 호스트 유형을 할
당한 다음 해당 장치를 호스트와 연결합니다.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을 볼륨에 연결
시키면 저장소 도메인이 형성됩니다.

어레이 펌웨어는 WWN이 수동으로 삭제될 때까지 모두 생성되거나 검색된 WWN을 
유지합니다. 서버가 이동되거나 영역이 재구분되어 WWN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
우, Initiator Summary 페이지에서 해당 영향을 받은 WWN이 있는 초기화 장치를 삭제
합니다.

현재 초기화 장치를 보려면 114페이지의 "초기화 장치 정보 표시"에 설명한 대로 
Initiator Summary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초기화 장치 정보 표시
기존 초기화 장치에 대한 요약 및 세부사항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초기화 
장치와 연결된 매핑 호스트에 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장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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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초기화 장치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Initiators를 선택합니다.

Initiator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초기화 장치에 대한 세부사항 정보를 보려면 초기화 장치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초기화 장치에 대한 Initiator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선택한 초기화 장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Related Information에서 Mapped 
Volumes를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에 대한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초기화 장치 생성
초기화 장치를 생성할 경우 이름을 지정하고 하나의 특정 호스트에 연결시키며 호스트 
유형을 설정합니다. 

볼륨에 연결하려면 초기화 장치의 월드 와이드 이름(WWN)이 필요합니다.

초기화 장치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초기화 장치를 생성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Initiators를 선택합니다.

Initiator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New를 누릅니다. 

New Initiator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새로운 초기화 장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최대 30자까지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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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기화 장치에 기존 월드 와이드 이름(WWN)을 선택하거나 새 WWN을 지정합니다. 

목록에는 현재 할당되어 있지 않는 기존 WWN만 표시됩니다. 선택하는 WWN이 
Type a New WWN 필드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할당되어 있지 않는 WWN이 없는 
경우, 해당 목록은 비어 있으며 Type a New WWN 필드에 새 WWN을 입력해야 합
니다.

7. 초기화 장치에 연결할 호스트를 선택합니다. 

8. 초기화 장치의 호스트 유형(대개 데이터 호스트 운영 체제)을 선택합니다.

9. 지정된 정보를 검토합니다. 만족하는 경우 OK를 누릅니다. 

초기화 장치 삭제
초기화 장치를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초기화 장치를 삭제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Initiators를 선택합니다. 

Initiator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삭제할 초기화 장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Delete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5. Delete를 누릅니다. 

6. 삭제를 확인합니다.

Initiator Summary 페이지에서 초기화 장치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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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그룹 및 호스트 구성
이 절에서는 저장소 호스트 그룹과 호스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 117페이지의 "호스트 그룹 정보"

■ 117페이지의 "호스트 그룹 관리"

■ 122페이지의 "호스트 정보"

■ 123페이지의 "호스트 관리"

호스트 그룹 정보
호스트 그룹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호스트의 모음입니다. 호스트 그룹 및 지정된 볼륨
이 저장소 파티션에 사용된 논리적 엔티티인 저장소 도메인에 포함된 경우 호스트 그룹
의 호스트가 저장소 어레이 볼륨에 액세스합니다.

호스트 그룹을 생성하면 관리 소프트웨어가 기본 저장소 도메인에 자동으로 포함시킵
니다. 기본 저장소 도메인은 명시적 매핑없이 모든 호스트 및 호스트 그룹을 포함하며 
볼륨을 생성하는 동안 기본 논리 장치 번호(LUN) 매핑이 할당된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시적으로 특정 볼륨 및 LUN에 호스트 그룹을 매핑할 경우 
호스트 그룹 및 볼륨이 기본 저장소 도메인에서 제거되고 그룹에 있는 호스트만 지정된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하도록 하는 별도의 저장소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호스트 그룹은 최대 256개의 볼륨 또는 스냅샷에 매핑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호스트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해당 호스트에 직접 매핑
되어 있는 모든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호스트 
그룹에 매핑되어 있는 모든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1이 볼륨1, 
볼륨2 및 볼륨3에 매핑되어 있고 호스트 그룹 A가 볼륨4와 볼륨 5에 매핑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호스트 그룹 A에 호스트 1을 추가하면 호스트 1은 이제 볼륨1, 볼륨2, 볼륨
3, 볼륨4 및 볼륨5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그룹 관리
호스트 그룹을 생성하고, 호스트 그룹에 호스트를 추가하고, 호스트 그룹에서 호스트를 
제거하고, 호스트 그룹을 볼륨에 매핑하고 기존 호스트 그룹 및 그에 연결된 매핑에 대
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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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그룹 정보 표시
기존 호스트 그룹에 대한 요약 및 세부사항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호스트 
그룹과 연결된 호스트 및 볼륨에 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호스트 그룹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호스트 그룹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Host Groups를 선택합니다.

Host Group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해당 호스트 그룹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호스트 그룹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호스트 그룹에 대한 Host Group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선택한 호스트 그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Related Information에서 항목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에 대한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호스트 그룹 생성
호스트 그룹을 생성하면 기본 저장소 도메인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새 호스트 그룹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호스트 그룹을 생성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Host Groups를 선택합니다.

Host Group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New를 누릅니다. 

New Host Group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새로운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최대 30자까지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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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스트 이름(들)을 두 번 눌러 그룹에 추가하려는 사용 가능한 호스트 그룹을 지정합
니다. 모두 추가를 눌러 저장소 어레이에 정의된 모든 호스트를 호스트 그룹에 추가
합니다.

주: 호스트는 한 번에 최대 한 호스트 그룹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하나의 호
스트 그룹에 이미 포함된 경우, 다른 호스트 그룹에 해당 호스트를 추가하면 하나의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호스트가 이동합니다.

7. OK를 누릅니다. 

Host Group Summary 페이지에 새 호스트 그룹이 나열됩니다.

호스트 그룹 구성원 추가/제거
호스트가 최대 하나의 호스트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호스트 그룹에
서 다른 호스트 그룹으로 호스트를 이동하려면, 현재 호스트 그룹에서 제거해야 다른 
호스트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를 하나 이상의 볼륨에 매핑하고 하나의 호스트 그룹에서 다른 호스트 그룹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호스트에 한정된 매핑은 보관되지만 해당 호스트가 있던 호스트 그
룹과 연결된 매핑은 보관되지 않습니다. 대신, 호스트는 이동할 새 호스트 그룹과 연결
된 매핑을 상속합니다.

매핑이 없고 특정 매핑이 없는 호스트 구성원을 갖는 호스트 그룹에서 호스트를 이동할 
경우, 호스트 그룹 및 호스트는 기본 저장소 도메인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어레이에 호스트 그룹 1 및 호스트 그룹 2와 같은 두 개의 호스트 그룹을 생
성한다고 가정합니다. 호스트 그룹 1에는 다음 세 가지 구성원 호스트가 있습니다. 호스
트1, 호스트2 및 호스트3. 호스트 그룹 1에는 매핑이 없고 호스트1이 매핑이 있는 유일
한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그룹 2에는 다음 두 개의 구성원 호스트가 있습니다. 호스트4 
및 호스트5. 호스트 그룹 2는 하나의 볼륨에 매핑되고 호스트4 및 호스트5에는 특정 매
핑이 없습니다. 

호스트 그룹 1에서 호스트 그룹 2로 호스트1을 이동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
니다.

■ 호스트1은 해당 특정 매핑을 유지하고 호스트 그룹 2와 연결된 매핑을 상속합니다.

■ 호스트 그룹 1, 호스트2 및 호스트3은 특정 매핑이 없으므로 기본 저장소 도메인의 
일부가 됩니다.

■ 호스트4 및 호스트5는 특정 매핑이 없으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호스트 그룹에 호스트를 추가하거나 호스트 그룹에서 호스트를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
이 실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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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트 그룹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Host Groups를 선택합니다. 

Host Group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수정하려는 호스트 그룹의 이름을 누릅니다. 

Host Group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Add/Remove Members를 누릅니다.

Add/Remove Host Group Member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그룹에 추가하거나 그룹에서 제거하려는 사용 가능한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개별 호
스트를 이동시키려면 호스트 이름을 두 번 누릅니다. 호스트 그룹에 사용 가능한 모
든 호스트를 추가하려면 Add All을 누릅니다. 호스트 그룹에서 선택된 모든 호스트
를 제거하려면 Remove All을 누릅니다.

7. OK를 누릅니다. 

Host Group Summary 페이지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나타납니다.

호스트 그룹 삭제
또한 호스트 그룹을 삭제하면 연결된 모든 호스트 및 연결된 모든 초기화 장치가 삭제
됩니다. 추가로 연결된 모든 볼륨 및 스냅샷 매핑이 제거됩니다.

호스트 그룹을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호스트 그룹을 삭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Host Groups를 선택합니다. 

4. 삭제하려는 호스트 그룹의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Delete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5. Delete를 누릅니다.

Host Group Summary 페이지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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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에 호스트 그룹 매핑
호스트 그룹을 하나 이상의 볼륨에 매핑하려면 호스트 그룹에 최소한 하나의 초기화 장
치에 연결된 최소한 하나의 호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볼륨에 호스트 그룹을 명시적으로 매핑할 경우 관리 소프트웨어가 호스트 그룹 및 기본 
저장소 도메인에서 지정된 볼륨을 제거하고 별도의 저장소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하나 이상의 볼륨에 호스트 그룹을 매핑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호스트 그룹을 볼륨에 매핑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Host Groups를 선택합니다. 

Host Group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매핑하려는 호스트 그룹의 이름을 누릅니다. 

Host Group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Map을 누릅니다. 

Map Host Group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주: Map 단추는 선택한 호스트 그룹에 256개의 볼륨이 할당될 경우 비활성화됩니다. 

6. 이 호스트 그룹에 매핑하려는 하나 이상의 볼륨의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
니다.

7. 이 호스트 그룹에 매핑하려는 각 볼륨에 대한 논리 장치 번호(LUN) (Sun StorageTek 
6130과 6140 어레이의 경우 0-255 사이, Sun StorageTek 6540 어레이의 경우 0-31 사
이)를 지정합니다. 

8. OK를 누릅니다. 

관리 소프트웨어가 호스트 그룹에 볼륨을 매핑하고 Host Group Details 페이지에 업
데이트된 정보를 표시합니다.

볼륨에서 호스트 그룹 매핑 해제
볼륨에서 호스트 그룹의 매핑을 해제하면 (모든 호스트 그룹 구성원을 포함하여) 볼륨
과 호스트 그룹 간의 매핑이 제거됩니다. 볼륨이 매핑 해제된 상태로 이동합니다. 이 매
핑이 호스트 그룹에 대한 마지막 매핑이고 호스트 그룹의 호스트에 대한 다른 볼륨 매
핑이 없는 경우, 이 호스트 그룹 및 해당하는 모든 구성원은 기본 저장소 도메인의 일부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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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에서 호스트 그룹의 매핑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에서 호스트 그룹의 매핑을 해제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Host Groups를 선택합니다. 

Host Group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매핑 해제하려는 호스트 그룹의 이름을 누릅니다. 

Host Group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Unmap을 누릅니다.

Mapped Volumes and Snapshot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이 호스트 그룹에서 매핑을 해제하려는 볼륨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7. OK를 누릅니다. 

호스트 정보
호스트는 데이터 호스트를 나타내며 이 데이터 호스트는 저장소 어레이에 연결되고 저
장소 어레이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컴퓨터입니다. 데이터 호스트는 광 채널
(FC) 연결을 사용하여 저장소 어레이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호스트에는 호스트에 볼
륨을 매핑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연결된 초기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호스트 및 볼륨 모두가 파티션 저장소에 사용된 논리적 엔티티인 저장소 도메인에 포함
된 경우 호스트가 저장소 어레이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를 생성하면 관리 소프트웨어가 기본 저장소 도메인에 자동으로 포함시킵니다. 
기본 저장소 도메인은 명시적 매핑없이 모든 호스트 및 호스트 그룹을 포함하며 볼륨을 
생성하는 동안 기본 논리 장치 번호(LUN) 매핑이 할당된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시적으로 특정 볼륨 및 LUN에 호스트 그룹을 매핑할 경우 호스트 
및 볼륨이 기본 저장소 도메인에서 제거되고 해당 호스트만 지정된 볼륨에 대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저장소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개별 호스트는 하나의 볼륨에 명시적으로 매핑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호스트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해당 호스트에 직접 매핑되어 있는 모든 볼륨에 액
세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호스트 그룹에 매핑되어 있는 모
든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1이 볼륨1, 볼륨2 및 볼륨3에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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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호스트 그룹 A가 볼륨4와 볼륨5에 매핑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호스트 그룹 
A에 호스트 1을 추가하면 호스트 1은 이제 볼륨1, 볼륨2, 볼륨3, 볼륨4 및 볼륨5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관리
호스트를 생성하고 호스트를 볼륨에 매핑하며 기존 호스트 및 그에 연결된 매핑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정보 표시
기존 호스트에 대한 요약 및 세부사항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호스트와 연
결된 초기화 장치 및 볼륨에 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호스트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Hosts를 선택합니다.

Hos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해당 호스트에 대한 세부사항 정보를 보려면 호스트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호스트에 대한 초기화 Host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선택한 호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Related Information에서 항목을 누릅
니다.

선택한 항목에 대한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호스트 생성
호스트를 생성할 경우 어레이에 대한 데이터 호스트를 식별하는 것과 호스트 이름을 연
결하고 네트워크에서 호스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새 호스트는 기본 저장
소 도메인에 포함됩니다.

새 호스트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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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호스트를 생성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Hosts를 선택합니다.

Hos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New를 누릅니다.

Create New Host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새 호스트의 이름을 지정합니다(최대 30자까지 지정 가능). 

6. 그룹의 다른 호스트를 사용하여 호스트가 볼륨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하도록 하려면 
새 호스트에 대한 호스트 그룹을 선택합니다(선택 사항).

7. OK를 누릅니다. 

호스트가 생성되고 새 호스트를 나열하는 Hos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호스트 삭제
호스트를 삭제하면 연결된 모든 초기화 장치가 삭제되고 호스트와 연결된 볼륨 및 스냅
샷에 대한 모든 매핑이 제거됩니다.

호스트를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호스트를 삭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Host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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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하려는 호스트의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면 Delete 버튼이 활성화됩니
다.

5. Delete를 누릅니다.

볼륨에 호스트 매핑
최대 256개의 볼륨이 개별 호스트에 명시적으로 매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볼륨에 
매핑되는 하나 이상의 호스트 그룹에 동일한 호스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볼륨에 호스트를 매핑하려면 초기화 장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볼륨에 호스트를 매핑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에 호스트를 매핑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Host를 선택합니다. 

Hos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매핑할 호스트의 이름을 누릅니다. 

Host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Map을 누릅니다. 

Map Host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주: Map 단추는 선택한 호스트에 최대 수의 볼륨이 할당될 경우 비활성화됩니다. 

6. 호스트에 매핑하려는 볼륨의 이름을 누릅니다.

7. 호스트 그룹에 매핑할 이 볼륨에 대한 논리 장치 번호(LUN) (Sun StorageTek 6130과 
6140 어레이의 경우 0-255 사이, Sun StorageTek 6540 어레이의 경우 0-31 사이)를 지
정합니다. 

8. OK를 누릅니다.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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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에서 호스트 매핑 해제
볼륨에서 호스트의 매핑을 해제하면 호스트와 볼륨 간의 매핑이 제거됩니다. 볼륨이 매
핑 해제된 상태로 이동합니다. 

이 매핑이 호스트에 대한 마지막 매핑이고 해당 호스트가 호스트 그룹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이 호스트는 기본 저장소 도메인의 일부가 됩니다.

이 매핑이 호스트에 대한 마지막 매핑이고 호스트가 호스트 그룹의 구성원이며 호스트 
그룹 또는 호스트 그룹의 다른 호스트에 대한 다른 명시적 매핑이 없는 경우 이 호스트 
그룹 및 모든 해당 구성원은 기본 저장소 도메인의 일부가 됩니다.

볼륨에서 호스트의 매핑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에서 호스트의 매핑을 해제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Host를 선택합니다. 

Hos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매핑을 해제할 호스트의 이름을 누릅니다. 

Host Detail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Unmap을 누릅니다.

Mapped Volumes and Snapshot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이 호스트에서 매핑을 해제할 볼륨을 누릅니다. 

7.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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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 및 디스크 드라이브 관리
이 절에서는 저장소 트레이와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 127페이지의 "트레이 및 디스크 드라이브 정보"

■ 128페이지의 "일반 제어기 정보 표시"

■ 128페이지의 "제어기 성능 통계 표시"

■ 129페이지의 "제어기 통신 테스트"

■ 129페이지의 "포트 정보 표시"

■ 130페이지의 "트레이 정보 표시"

■ 130페이지의 "디스크 정보 표시"

■ 131페이지의 "핫 스페어 드라이브 관리"

트레이 및 디스크 드라이브 정보
저장소 트레이는 다음과 같이 독립 디스크의 중복 배열(RAID) 제어기의 유무에 따라 
식별합니다.

■ Sun StorageTek 6140과 6130 어레이에서 사용 가능한 제어기 트레이는 제어기에 하
드웨어 RAID 관리 기능이 내장된 저장소 트레이입니다. Sun StorageTek 6540에 대
한 제어기 정보는 Sun StorageTek 6540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 확장 트레이는 디스크만 있고 제어기는 없는 저장소 트레이입니다. 이 유형의 트레
이는 제어기 트레이에서 관리합니다.

Sun StorageTek 6130 및 6140 어레이의 각 트레이에는 최소 5개 및 최대 14개의 디스크 
드라이브(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에서 14로 번호 지정)가 있습니다. 캐비닛의 최대 8개
의 트레이가 있는 경우 최대 112개의 드라이브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설치
되면 드라이브 및 트레이 슬롯 지정 위치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Sun StorageTek 6140 어레이의 경우 4GB 또는 2GB FC (광 채널) 또는 SATA (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트
레이에서 여러 드라이브를 함께 사용할 수는 있지만 최적의 성능을 위해 트레이의 모든 
드라이브를 동일한 유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un StorageTek 6130과 6540 어레이의 경우 2GB FC (광 채널) 또는 SATA (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의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는 동일한 유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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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에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다른 특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 제어기 정보 표시
제어기에 대한 일반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Controllers를 선택합니다.

Controller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제어기 성능 통계 표시
제어기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표 4-9 디스크 드라이브 특성

기능 설명

드라이브 용량 72GB/15K, 72GB/10K, 146GB/10K

혼합된 드라이브 크기 허용되지만 권장되지 않음. 저장소 트레이에 서로 다른 크기의 
드라이브가 혼합되어 있으면 볼륨에 사용된 모든 드라이브가 가
장 작은 드라이브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36GB 드라이브와 
146GB 드라이브가 있는 볼륨에서는 36GB인 두 번째 크기의 드
라이브만 사용됩니다. 시스템이 혼합된 드라이브 크기를 갖고 작
동하는 경우, 핫 스페어는 트레이 내의 가장 큰 드라이브의 크기
가 되어야 합니다. 

어레이 핫 스페어 어레이 구성에서 트레이의 가상 디스크에 대한 예비로 사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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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 통계를 보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Controllers를 선택합니다.

Controller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View Performance Statistics를 누릅니다.

Performance Statistics Summary - Controllers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제어기 통신 테스트
관리 호스트에 어레이의 특정 제어기에 대한 직접 이더넷 연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 호스트와 어레이 제어기 사이의 통신을 테스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제어기와 관리 호스트 사이의 통신을 테스트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Controllers를 선택합니다.

Controller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Test Communications를 누릅니다.

제어기, 이더넷 포트, IP 주소 및 어레이의 통신 테스트 통과 여부를 식별하는 정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포트 정보 표시
광 채널(FC) 포트에 대한 요약 및 세부사항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FC 포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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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트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Ports.

Port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해당 포트에 대한 세부사항 정보를 보려면 포트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포트에 대한 Port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트레이 정보 표시
기존 저장소 트레이에 대한 요약 및 세부사항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트레
이와 연결된 디스크에 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트레이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Trays를 선택합니다.

T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세부사항 정보를 보려면 트레이의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트레이에 대한 Tray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선택한 트레이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Related Information에서 항목을 누릅니다.

선택한 항목에 대한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디스크 정보 표시
기존 디스크에 대한 요약 및 세부사항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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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디스크 정보를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Disks를 누릅니다.

Disk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해당 디스크에 관한 세부사항 정보를 보려면 디스크의 이름을 누릅니다.

선택한 디스크에 대한 Disk Detail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5. 선택한 디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Related Information에서 항목을 누릅
니다.

선택한 항목에 대한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핫 스페어 드라이브 관리
이 절에서는 핫 스페어 드라이브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 131페이지의 "핫 스페어 드라이브 정보"

■ 132페이지의 "핫 스페어 계획"

■ 132페이지의 "핫 스페어 수동으로 할당 및 할당 취소"

■ 132페이지의 "핫 스페어를 자동으로 할당 및 할당 취소"

핫 스페어 드라이브 정보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핫 스페어는 RAID-1, RAID-3 또는 RAID-5 볼륨에서 드라이
브가 고장나는 경우 저장소 어레이에서 대기로 작동하는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핫 스
페어는 중복성의 다른 레벨을 저장소 어레이에 추가합니다. 어레이는 최대 15개의 핫 
스페어를 지원합니다.

디스크 드라이브가 고장날 경우 핫 스페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핫 스페어는 개입없이 
고장 디스크에 대해 자동으로 대체됩니다. 제어기는 중복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장 드
라이브의 데이터를 핫 스페어로 재구성합니다. 고장 디스크 드라이브를 물리적으로 교
체하면 핫 스페어의 데이터가 대체 드라이브로 복사됩니다. 이를 카피백이라고 합니다.

핫 스페어가 없는 경우, 저장소 어레이가 작동하는 동안에 고장 디스크 드라이브를 계
속 교체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드라이브가 RAID-1, RAID-3 또는 RAID-5 볼륨 그룹의 
일부인 경우, 제어기는 중복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대체 디스크 드라이브로 자
동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를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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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스페어 계획
다음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디스크 드라이브는 핫 스페어 전용으로 할당되어야 합니다.

■ 핫 스페어는 저장소 어레이의 가장 큰 드라이브 용량과 같거나 더 큰 용량을 필요로 
합니다. 핫 스페어가 고장난 물리적 디스크 드라이브의 용량보다 작을 경우, 핫 스페
어를 사용하여 고장난 물리적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 핫 스페어는 고장난 물리적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유형의 물리적 디스크여야 합니
다. 예를 들어, SATA 핫 스페어는 광 채널 물리적 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할 수 없습
니다. 

■ 디스크 드라이브의 역할에 대한 할당을 취소해야 하고, 해당 상태를 활성화해야 하
며, 최적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독립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는 Disk Summary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핫 스페어 수동으로 할당 및 할당 취소
핫 스페어가 수동으로 할당 또는 할당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핫 스페어를 할당 또는 할당 취소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Disks를 선택합니다.

Disk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핫 스페어 드라이브로 할당 또는 할당 취소하려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선택한 디스크를 핫 스페어로 할당하려면 핫 스페어 할당을 누릅니다.

■ 선택한 디스크를 핫 스페어로 할당 취소하려면 핫 스페어 할당 취소를 누릅니다.

Disk Summary 페이지는 업데이트된 정보로 나타납니다.

핫 스페어를 자동으로 할당 및 할당 취소
관리 소프트웨어가 핫 스페어를 할당하면 어레이 내의 모든 트레이의 스페어 요청을 균
일하게 하고 핫 스페어 드라이브가 동일한 트레이의 다른 디스크와 동일한 유형이 되도
록 합니다. 또한 디스크 드라이브가 할당 취소, 활성화 및 최적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확
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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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프트웨어가 핫 스페어를 할당 또는 할당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핫 스페어를 할당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General Setup을 선택합니다.

General Setup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어레이 핫 스페어 변경 필드에서, 해당 어레이로 할당하려는 핫 스페어 수를 선택합
니다. 

5. OK를 누릅니다.

관리 소프트웨어는 지정된 핫 스페어 수를 할당 또는 할당 취소하여 어레이 내에서 
트레이 간의 선택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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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도메인 구성
이 절에서는 저장소 도메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34페이지의 "저장소 도메인 정보"

■ 135페이지의 "저장소 도메인 생성을 위한 준비"

■ 135페이지의 "저장소 도메인의 생성 방법 결정"

■ 136페이지의 "저장소 도메인 기능 활성화"

■ 137페이지의 "매핑 기능 수행 정보"

저장소 도메인 정보
세트 또는 저장소 파티션이라고도 하는 저장소 도메인은 저장소 파티션에 사용되는 논
리적 엔티티입니다. 볼륨 생성 후 저장소 도메인을 생성하려면 저장소 어레이에 액세스
하는 단일 호스트 또는 호스트의 모음(호스트 그룹)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저장
소 어레이의 특정 볼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진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을 지정할 
수 있는 볼륨 대 논리 장치 번호(LUN) 매핑을 정의해야 합니다. 저장소 도메인은 할당
된 LUN을 통해 선택한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만 해당 특정 볼륨에 액세스하도록 지
정합니다.

저장소 도메인이 호스트 그룹에 매핑된 볼륨으로 구성된 경우 저장소 볼륨에 대한 액세
스를 공유하도록 다른 운영 체제(다양한 호스트)를 사용하여 호스트를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호스트 그룹의 호스트는 다른 볼륨에 개별적으로 매핑될 수 있습니다.

저장소 볼륨은 최대 256개의 볼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볼륨은 하나의 저장소 도메인
에만 포함될 수 있으며 0에서 255까지의 각 LUN은 저장소 도메인 당 한 번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 일부 운영 체제는 최대 256개의 LUN ID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운영 체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저장소 도메인은 다음을 포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볼륨에 명시적으로 매핑되지 않은 모든 호스트 그룹 및 호스트. 

■ 할당된 기본 볼륨 대 LUN 매핑이 있는 모든 볼륨. 

■ 자동으로 감지된 모든 초기화 장치.

기본 저장소 도메인의 볼륨은 해당 저장소 도메인의 모든 호스트 및 호스트 그룹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저장소 도메인의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 및 볼륨에 대해 명시적인 볼륨 대 LUN 
매핑을 생성하면 관리 소프트웨어가 기본 저장소 도메인에서 지정된 호스트 또는 호스
트 그룹 및 볼륨을 제거하고 별도의 새 저장소 도메인을 생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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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 관리 소프트웨어는 8개의 저장소 도메인을 제공합니다. 추가 저장소 도메인 지
원을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얻어야 합니다.

저장소 도메인 생성을 위한 준비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볼륨이나 스냅샷을 명시적으로 매핑하여 저장소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저장소 도메인을 생성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1. 하나 이상의 호스트를 생성합니다.

2. 각 호스트에 대해 하나 이상의 초기화 장치를 생성합니다.

개별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의 구성원으로 저장소 도메인에 포함된 호스트는 하나 
이상의 초기화 장치와 연결되는 경우에만 저장소 도메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경우 호스트 그룹을 생성하고 여기에 하나 이상의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4. 하나 이상의 볼륨을 생성합니다.

저장소 도메인의 생성 방법 결정
저장소 도메인을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 볼륨 또는 스냅샷을 작성할 때

볼륨 또는 스냅샷을 작성할 때 마법사에서 볼륨을 지금 매핑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
에 매핑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 때 기본 저장소 도메인 또는 이미 생성한 호스트에 볼륨을 매핑하여 저장소 도메
인을 생성합니다. 

■ 전체 저장소 어레이 용량이 볼륨에 구성된 후 

■ Mapping Summary 페이지에서 Create New Mappings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기존 볼륨이나 스냅샷을 매핑하려는 경우 마법사를 사용하여 저장소 도메인을 생
성하고, 논리 장치 번호(LUN)를 할당한 다음 볼륨이나 스냅샷을 매핑할 기존 호
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을 선택합니다.

■ Volume Summary 또는 Volume Details 페이지에서 Map을 눌러 기존 호스트나 
호스트 그룹에 볼륨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기존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기존 표준 볼륨을 매핑하려는 경우 Volume 
Summary 페이지에서 저장소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볼륨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볼
륨을 매핑하거나 다시 매핑하려는 경우 Volume Details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4 장 저장소 도메인 구성 135



■ Host Details 또는 Host Group Details 페이지에서 Map을 눌러 호스트 또는 호스
트 그룹을 기존 볼륨에 매핑합니다. 

하나의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여러 표준 볼륨 또는 스냅샷 볼륨을 매핑하려
는 경우 Host Details 페이지 또는 Host Group Details 페이지에서 저장소 도메인
을 생성합니다.

■ Snapshot Summary 페이지 또는 Snapshot Details 페이지에서 Map을 눌러 기존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스냅샷을 매핑합니다.

기존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기존 스냅샷 볼륨을 매핑하려는 경우 Snapshot 
Summary 페이지 또는 Snapshot Details 페이지에서 저장소 도메인을 생성합니
다. 스냅샷 볼륨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스냅샷 볼륨을 매핑하거나 매핑을 해제하
려는 경우 Snapshot Details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저장소 도메인 기능 활성화
Sun StorageTek 저장소 도메인은 고급 기능입니다. 8, 16 또는 64 저장소 도메인에 대한 
라이센스가 사용 가능합니다. 적절한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구성 가능한 저장소 도메인 
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 도메인을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추가 저장소 도메인을 활성화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Licensing을 선택합니다.

Licensable Feature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Add License를 누릅니다.

Add License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5. 라이센스 유형 메뉴에서 구입한 저장소 도메인 라이센스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6. 버전 번호 및 키 요약을 입력한 후 OK를 누릅니다.

작업이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Licensable Feature Summary 페이지에 업데
이트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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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기능 수행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Mapping Summary 페이지에서 매핑을 관리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특정 매핑 기능을 수행하거나 매핑을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위치도 함께 제공
합니다.

 표 4-10은 매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를 보여 줍니다.

어레이의 모든 매핑 표시
어레이에 있는 모든 매핑을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모든 매핑을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Mappings를 선택합니다.

Mapping Summary 페이지에 어레이의 모든 매핑이 나열됩니다.

표 4-10 매핑 매트릭스

매핑/매핑 해제할 객체 매핑 또는 매핑 해제의 원본 매핑 위치

볼륨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 Map Volume 페이지
Mapping Summary 페이지

스냅샷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 Map Snapshot 페이지
Mapping Summary 페이지

호스트 볼륨 또는 스냅샷 Map Host 페이지
Mapping Summary 페이지

호스트 그룹 볼륨 또는 스냅샷 Map Host Group 페이지
Mapping Summary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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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생성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Mapping Summary 페이지에서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
에 볼륨이나 스냅샷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위치에서 보다 구체적인 매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Volume Summary 페이지

■ Snapshot Summary 페이지

■ Host Group Summary 페이지

■ Host Summary 페이지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볼륨이나 스냅샷을 매핑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6140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모든 매핑을 표시할 어레이를 누릅니다.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Mapping을 선택합니다.

Mapping Summary 페이지에 어레이의 모든 매핑이 나열됩니다.

4. Map을 누릅니다.

Create New Mappings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5. 마법사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마법사에서 Help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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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시스템 문제 해결

이 장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하위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40페이지의 "기본 문제 해결"



기본 문제 해결
이 절에서는 어레이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하고 어레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140페이지의 "패치,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

■ 141페이지의 "변경 복원"

■ 141페이지의 "FRU 정보"

■ 142페이지의 "LED 상태 표시기 정보"

■ 150페이지의 "LED 확인"

■ 151페이지의 "어레이 부팅 실패에 대한 대처"

■ 151페이지의 "로그 파일 보기"

■ 151페이지의 "저장소 어레이 구성 재설정"

■ 152페이지의 "볼륨 재분배"

■ 153페이지의 "제어기 재설정"

■ 153페이지의 "가상 디스크 및 디스크 드라이브 재생"

패치,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
Sun 서비스 웹 사이트나 컴팩트 디스크(CD)를 사용하여 어레이 패치, 소프트웨어 및 펌
웨어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어레이 시작 시 반드시 모든 패치,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합
니다. 

■ 패치,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사이트 프로세스를 설
정합니다. 

■ 레벨을 항상 수동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패치,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 및 업그레이드를 확인하려면 각 소프트웨어 릴
리스에 대한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Sun 서비스는 웹 사이트나 CD에서 업데이
트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레이 펌웨어

■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 소프트웨어

■ 제어기 이미지

■ 디스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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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의 구성 요소는 상호 영향을 주므로 패치나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모든 구
성 요소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절차 수행 도중 각 구성 
요소가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구성 요소의 업그레이드 절차에 
실패하면 해당 절차를 반복합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하는 경우 성공적이었던 구
성 요소에 대한 변경을 복원하여 어레이가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
음 Sun 서비스에 문의하여 구성 요소의 실패한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변경 복원
다음 변경 내용을 추적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 패치 업그레이드

■ 펌웨어 업그레이드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FRU 정보
어레이의 현장 대체 가능 장치(FRU)는 Sun의 현장 엔지니어나 Sun에서 교육을 받은 고
객 관리자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고객 사이트에서 교체 가능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 목록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
시오.

1. Java 웹 콘솔 페이지에서 Sun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를 누릅
니다.

2. 해당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서 서비스 조언자를 누릅니다.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조언자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서비스 조언자는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 기능을 사
용하여 보고서 및 자동화된 단계와 하드웨어 절차를 조합합니다. FRU 유형 중 한 가지
나 다른 옵션을 선택하여 절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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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상태 표시기 정보
다음 절에서는 다음을 포함한 독립 디스크의 중복 배열(RAID) 제어기에 있는 발광 다
이오드(LED)와 해당 제어기 및 확장 트레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림 5-1은 제어기 트레이 앞면에 있는 LED와 구성 요소를 보여 줍니다.

그림 5-1 제어기 트레이(전면 보기)

표 5-1 LED와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 /전원

서비스 동작 
허용

드라이브 LED

경보 
취소

접지 스트랩 커넥터

트레이 LED

확인 /전원서비스 동작 필요 전송률 선택 스위치찾기

서비스 동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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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트레이 LED 구성 요소(전면)

LED/구성 요소 설명

드라이브 LED

서비스 동작 허용 파란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오류 없이 드라이브에서 
서비스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꺼져 있
는 경우 드라이브가 사용 중이므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서비스 동작 필요 황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드라이브에 서비스가 필요
함을 나타냅니다. 꺼져 있는 경우 드라이브에 서비스
가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OK 녹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드라이브에 전력이 사용되
고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나타냅니다. 꺼
져 있는 경우 드라이브에 전력이 사용되고 있지 않음
을 나타냅니다. 깜박이는 경우 정상적인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트레이 LED

찾기 흰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초기화 이후에 관리 스테이
션에서 트레이를 식별합니다.

서비스 동작 필요 황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트레이에 서비스가 필요함
을 나타냅니다. 꺼져 있는 경우 트레이에 서비스가 필
요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확인/전원 녹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트레이에 전력이 사용되고 
트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나타냅니다. 꺼져 있
는 경우 트레이에 전력이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
냅니다. 깜박이는 경우 정상적인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트레이 구성 요소

경보 취소 버튼 현재 사용 중이 아닌 오디오 경보 기능을 취소하기 위
한 기능입니다.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경보와 
이벤트를 검토합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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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는 제어기 트레이의 뒷면에 있는 LED와 표시기를 보여 줍니다.

그림 5-2 제어기 트레이 LED 및 표시기(후면 보기) 

전송률 선택 스위치 스위치가 왼쪽 위치에 있는 경우 트레이에 대한 링크 
전송률은 4기가비트/초이고, 스위치가 오른쪽 위치
에 있는 경우 트레이의 링크 전송률은 2기가비트/초
입니다. 드라이브 전송률이 트레이의 가장 낮은 링크 
전송률과 일치하도록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접지 스트랩 커넥터 이 커넥터를 사용하여 트레이나 해당 구성 요소를 처
리하기 전에 트레이에 접지 스트랩을 연결합니다.

LED/구성 요소 설명

찾기

ID/다이어그램 
표시

서비스 동작
필요

호스트 포트
전송률 표시기

제어기 A 전원 공급 장치

AC DC

서비스 동작
허용

서비스 동작 
필요

서비스 동작 
허용

제어기 A(역방향 )
확장 포트
전송률 표시기

확장 포트
우회 표시기

캐시 사용 여부
ID/다이어그램 
표시

서비스 동작
허용

호스트 포트
전송률 표시기

제어기 B

확장 포트
우회 표시기

제어기 B 전원 공급 장치
ACDC 서비스 동작 

필요
서비스 동작 
허용

확장 포트
전송률 표시기

서비스 동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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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는 제어기 트레이의 뒷면에 있는 LED와 표시기를 보여 줍니다.

표 5-2 제어기 트레이 LED 및 표시기(후면)

LED/표시기 설명

전원 공급 장치 LED

DC 켜져 있는 경우 제어기 전원 공급 장치에서 올바른 
DC 전력이 출력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서비스 동작 필요 황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전원 공급 장치에 서비스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꺼져 있는 경우 전원 공급 장치
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서비스 동작 허용 파란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오류 없이 전원 공급 장치
에서 서비스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꺼
져 있는 경우 전원 공급 장치가 사용 중이므로 서비스 
동작을 구현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AC 켜져 있는 경우 제어기 전원 공급 장치에 AC 전력이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제어기 LED

ID/다이어그램 표시 7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정보는 트레이의 ID를 나
타냅니다.

캐시 사용 여부 녹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데이터가 캐시에 있음을 나
타냅니다. 꺼져 있는 경우 모든 데이터가 디스크에 쓰
여지고 캐시가 비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서비스 동작 필요 황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제어기에 서비스가 필요함
을 나타냅니다. 꺼져 있는 경우 제어기에 서비스가 필
요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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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은 확장 트레이의 뒷면에 있는 LED를 보여 줍니다.

서비스 동작 허용 파란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오류 없이 제어기에서 서
비스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꺼져 있는 
경우 제어기가 사용 중이므로 서비스 동작을 구현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제어기의 표시기

호스트 포트 전송률 다음과 같이 조합된 표시는 트레이의 호스트 포트 링
크 전송률을 나타냅니다.
• LED 1 On, LED 2 On – 4기가비트/초
• LED 1 Off, LED 2 On – 2기가비트/초
• LED 1 On, LED 2 Off – 1기가비트/초(지원되지 
않음)

확장 포트 전송률 다음과 같이 조합된 표시는 트레이의 확장 포트 링크 
전송률을 나타냅니다.
• LED 4 On, LED 2 Off – 4기가비트/초
• LED 4 Off, LED 2 On – 2기가비트/초

확장 포트 우회 황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유효한 장치를 찾을 수 없으
므로 해당 드라이브 포트를 건너뜀을 나타냅니다. 꺼
져 있는 경우 SFP (small form-factor 플러그 인) 트랜
스시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포트가 사용 중임을 
나타냅니다.

LED/표시기 (계속) 설명

2

4

1

2

4

146 Sun StorageTek 어레이 관리 안내서 •  2006년 4월



그림 5-3 확장 트레이 LED 및 표시기(후면)

표 5-3에는 확장 트레이의 뒷면에 있는 LED와 표시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표 5-3 확장 트레이 LED 및 표시기(후면)

LED/표시기 설명

전원 공급 장치 LED

DC 켜져 있는 경우 제어기 전원 공급 장치에서 올바른 
DC 전력이 출력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서비스 동작 필요 황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전원 공급 장치에 서비스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꺼져 있는 경우 전원 공급 장치
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B 전원 공급 장치
ACDC 서비스 동작 

필요
서비스 동작 
허용

찾기

ID/다이어그램 
표시

서비스 동작
필요

확장 포트 
1B(Out) 우회 
표시기

확장 포트
전송률 표시기

서비스 동작
허용

찾기

ID/다이어그램 
표시

서비스 동작
필요

A 전원 공급 장치

AC DC

서비스 동작
허용

서비스 동작 
필요

서비스 동작 
허용

A(역방향 )

B

확장 포트 
1A(Out) 우회 
표시기

확장 포트 
1A(Out) 우회 
표시기

확장 포트
전송률 표시기

확장 포트 
1B(Out) 우회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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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동작 허용 파란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오류 없이 전원 공급 장치
에서 서비스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꺼
져 있는 경우 전원 공급 장치가 사용 중이므로 서비스 
동작을 구현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AC 켜져 있는 경우 제어기 전원 공급 장치에 AC 전력이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확장 트레이 LED

ID/다이어그램 표시 7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정보는 트레이의 ID를 나
타냅니다.

찾기 흰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초기화 이후에 관리 스테이
션에서 제어기를 식별합니다.

서비스 동작 필요 황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제어기에 서비스가 필요함
을 나타냅니다. 꺼져 있는 경우 제어기에 서비스가 필
요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서비스 동작 허용 파란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오류 없이 제어기에서 서
비스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꺼져 있는 
경우 제어기가 사용 중이므로 서비스 동작을 구현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확장 트레이 표시기

확장 포트 전송률 다음과 같이 조합된 표시는 트레이의 확장 포트 링크 
전송률을 나타냅니다.
• LED 4 On, LED 2 Off – 4기가비트/초
• LED 4 Off, LED 2 On – 2기가비트/초

확장 포트 우회 황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유효한 장치를 찾을 수 없으
므로 해당 드라이브 포트를 건너뜀을 나타냅니다. 꺼
져 있는 경우 SFP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포트가 사
용 중임을 나타냅니다.

LED/표시기 설명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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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는 제어기의 배터리 케이스와 확장 트레이를 보여 주고 케이스에 있는 LED를 
식별합니다.

그림 5-4 배터리 케이스 LED

표 5-4에는 확장 트레이의 뒷면에 있는 LED와 표시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표 5-4 배터리 케이스 LED

LED/표시기 설명

서비스 동작 허용 파란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오류 없이 전원 공급 장치
에서 서비스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꺼
져 있는 경우 전원 공급 장치가 사용 중이므로 서비스 
동작을 구현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서비스 동작 
필요

서비스 동작 
허용

제어기 트레이

확장 트레이

배터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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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확인
발광 다이오드(LED)는 각 어레이 트레이 및 해당 구성 요소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제공합
니다. 녹색 표시등은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나타내고 황색 표시등은 하드웨어 오류를 
나타냅니다. 전원을 켤 때마다 각 어레이 트레이 앞 뒷면의 상태 표시등을 확인하십시
오. 전원을 켜는 동안 어레이 및 구성 요소가 전원 켜기 프로세스를 완료함에 따라 표시
등이 간헐적으로 깜박입니다. 

주의: 정전기 방전으로 인해 민감한 구성 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접지를 사
용하지 않고 명령 트레이 또는 해당 구성 요소를 만지면 장비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손상을 피하려면 적절한 정전기 방지책을 사용하여 구성 요소를 다루십시오.

다음 절차를 사용하면 시작할 때 표시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오류를 확인하기 전에 표시등이 깜박임을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어기 뒷면의 
하트비트 표시등이 계속 깜박입니다.

2. 각 포트에 대한 링크 전송률 확인

호스트 및 확장 포트에 대한 링크 전송률 표시기는 제어기 트레이의 뒷면에 있습니
다. 확장 포트에 대한 링크 전송률 표시기는 확장 트레이의 뒷면에 있습니다.

3. 어레이 앞 뒷면의 황색 LED가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황색 LED가 켜진 경우, Sun 서
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서비스 동작 필요 황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전원 공급 장치에 서비스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꺼져 있는 경우 전원 공급 장치
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배터리 상태 녹색등이 지속적인 경우 경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천천히 깜박이는 경우에는 배
터리가 충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꺼져 있는 경우에
는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없음을 나타냅니다.

LED/표시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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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 부팅 실패에 대한 대처
종료 후 어레이가 부팅되지 않으면 여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
다. 콘솔에 보고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벤트 로그에서 문제점을 진단하십시오. 

로그 파일 보기
어레이는 Sun 웹 콘솔에서 유지 관리하는 동일한 로그 파일에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시스템 메시지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메시지를 보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해당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Notification Management를 선택합니다.

4. 링크를 눌러 로그 파일을 찾습니다.

저장소 어레이 구성 재설정
저장소 어레이 구성을 재설정하면 전체 어레이 구성이 삭제됩니다. 또한 어레이에서 모
든 데이터가 제거되고 기본 출하 시 설정으로 새로고침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수정될 
수 없는 오류를 수정하려면 어레이 구성만 재설정합니다.

어레이 구성을 재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 모든 볼륨 및 가상 디스크 제거

■ 사용자 공급 어레이 이름 지우기

■ 어레이 암호 지우기 

■ 어레이에서 모든 데이터 지우기

주: 시작하기 전에, 저장소 어레이의 모든 데이터가 테이프 또는 다른 저장소 어레이에 
백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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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 구성을 재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구성을 재설정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선택한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General Settings를 선택합니다.

General Setup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Reset Configuration을 누릅니다.

구성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선택한 작업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5. OK를 눌러 계속합니다.

주: 재구성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어레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류 상태로 표시
됩니다. 

볼륨 재분배
볼륨이 생성되면 기본 소유자 제어기에 할당됩니다. 제어기가 교체되고 있거나 펌웨어
를 다운로드하는 중일 때, 볼륨의 소유자 제어기는 종종 기본 제어기에서 이동합니다. 
또한 호스트와 저장소 어레이 사이에 데이터 경로를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중 경
로 드라이버는 해당 기본 제어기 소유자에서 볼륨을 이동합니다. 볼륨을 재분배하면 볼
륨이 해당 기본 제어기 소유자로 되돌아갑니다.

주: 응용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은 볼륨을 사용하는 동안 볼륨을 재분배하면 데이터 호스
트에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I/O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볼
륨을 재분배하기 전에 볼륨이 사용중이 아닌지 또는 영향을 받은 볼륨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에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볼륨을 재분배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볼륨을 재분배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선택한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Administration > General Settings를 선택합니다.

General Setup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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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distribute Volumes를 누릅니다.

Redistribute Volumes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OK를 누릅니다.

제어기 재설정
제어기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심각한 제어기 오류 발생시에 사용 가능한 복구 옵
션입니다. 제어기를 재설정할 경우 재설정이 완료될 때까지 I/O에 대해 사용할 수 없습
니다. 호스트가 재설정중인 제어기에 있는 볼륨을 사용할 경우, 제어기로의 직접적인 
I/O가 거부됩니다. 제어기를 재설정하기 전에, 제어기에 있는 볼륨이 사용중이 아닌지 
또는 이러한 볼륨을 사용하는 모든 호스트에 다중 경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
인합니다.

제어기를 재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1.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누릅니다.

Array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제어기가 재설정하려는 어레이를 누릅니다.

선택한 어레이에 대한 탐색 표시 영역과 Volume Summa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표시 영역에서 Physical Storage > Controllers를 선택합니다.

Controller Summa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재설정하려는 제어기에 대해 Reset Controller를 누릅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OK를 누릅니다.

가상 디스크 및 디스크 드라이브 재생
Sun StorageTek Configuration Service를 사용하면 가상 디스크와 물리적 디스크 드라
이브를 보다 자세히 관리하고 실패로부터 복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 디스크에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 중 하나 이상이 Failed 상태인 경우, 해당 가상 디
스크를 재생하여 이 오류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 디스크를 자동으로 재생하면 해
당 가상 디스크에 있는 고장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재생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
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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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디스크를 재생하여 해당 가상 디스크의 고장난 디스크 드라이브를 재생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개별 디스크 드라이브를 수동으로 재생하십시오.

주의: 이러한 작업은 특수한 작업으로 Sun 고객 및 기술 지원 담당자의 직접 감독 하에
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Virtual Disk Details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가상 디스크 재생

가상 디스크의 하나 이상의 디스크 드라이브가 고장 상태인 경우, 가상 디스크를 재
생하여 이 오류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 디스크를 자동으로 재생하여 가상 디스
크에 포함된 고장난 디스크 드라이브를 재생합니다.

■ 가상 디스크를 오프라인으로 놓기

가상 디스크를 오프라인으로 두면 가상 디스크가 비활성화됩니다.

■ 가상 디스크를 온라인으로 놓기

가상 디스크를 온라인으로 두면 가상 디스크가 활성화됩니다.

Disk Details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디스크 드라이브 재생

가상 디스크를 재생해도 개별 디스크 드라이브가 재생되지 않는 경우 해당 디스크 
드라이브를 수동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 디스크 드라이브 재구성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스크 드라이브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디스크 드라이브가 RAID-1, 3, 또는 5 가상 디스크에 할당된 경우

■ 디스크 드라이브가 Failed 또는 Replaced 상태이며, 가상 디스크 재생 작업을 수
행하는 동안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는 경우

■ 디스크 드라이브 실패

디스크 드라이브가 실패하면 드라이브가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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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CLI 명령줄 인터페이스로, SSCS 명령줄 인터페이스는 원격 CLI 클라이언트에서 또는 
Solaris 운영 체제 관리 소프트웨어 스테이션의 SSCS 디렉토리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S 직접 연결 저장소(DAS)를 참조하십시오.

FC Fibre Channel (FC)을 참조하십시오.

Fibre Channel (FC) 더 높은 속도로 이동하기 위한 표준 제안과 함께, 최고 100MB/초로 두 포트 사이
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직렬 I/O 버스를 위한 표준 세트입니다. Fibre 
Channel은 지점간, 중재 루프 및 교환 토폴리지를 지원합니다. 공급업체가 개발
하고 그 이후에 표준화를 위해 제출된 SCSI와는 달리 Fibre Channel은 전적으로 
산업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FRU 현장 대체 가능 장치(FRU)를 참조하십시오.

HBA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를 참조하십시오.

IOPS 트랜잭션 속도의 측정치로 초당 입출력 트랜잭션의 수.

LAN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LUN 논리 장치 번호(LUN)를 참조하십시오.

MAC 주소 매체 접근 제어(MAC)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PDU 전원 분배 장치(PDU)를 참조하십시오.

RAID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 (독립 디스크 중복 배열)의 머리글
자어로, 호스트 환경에 적절한 비용, 데이터 가용성 및 성능 특성을 전달하도
록 여러 개의 디스크를 관리하는 기술 집합입니다. 또한 1988 SIGMOD 논문 
A Case for Redundant Arrays of Inexpensive Disks에서 채택한 구문입니다.

SAN 저장소 영역 네트워크(SAN)를 참조하십시오.

SSCS Sun Storage 명령 시스템으로 어레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령줄 인터
페이스(CL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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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AutomatedDiagnostic

Environment SAN (Storage area network) 장치에 대한 자동화 FMS (Fault management 
system)를 나타냅니다. FMS는 Sun SAN 장치에 대한 상태 및 측정 자료를 제공합
니다.

thin-scripting
클라이언트 원격 스크립팅 CLI 클라이언트를 참조하십시오.

WWN 월드 와이드 이름을 나타냅니다.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같은 공인된 명명 기관에서 지정한 고유의 64비트 번호로,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장치) 또는 연결 세트를 식별합니다. 월드 와이드 이름(WWN)은 명명 
기관 식별 번호, 제조업체 식별 번호 및 특정 연결의 고유 번호로 구성됩니다.

가상 디스크 디스크와 유사한 저장소 및 I/O 의미론을 갖고 일련 번호가 매겨진 논리 블록의 
범위로서 운영 환경에 나타나는 디스크 블록 세트입니다. 가상 디스크는 운영 환
경의 관점에서 물리적 디스크를 매우 유사한 디스크 어레이 객체입니다.

경고 사용자가 개입해야 하는 하위 유형의 이벤트입니다. 조치 가능한 이벤트라는 용
어는 대개 경고를 나타냅니다.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경보 서비스 동작이 필요한 이벤트 유형입니다.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고객 LAN 사이트 LAN을 참조하십시오.

관리 호스트 Sun 구성, 관리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Solaris 호스트입니다. 스테
이션의 소프트웨어는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나 SSCS CLI 명령에 
액세스하기 위해 원격 스크립팅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클라이언트를 사용
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광 채널 스위치 Fibre Channel SAN (storage area network) 내의 특정 네트워크 주소와 연결된 
포트로 패킷을 직접 보낼 수 있는 네트워킹 장치입니다. 광 채널 스위치는 특정 저
장소 포트에 연결할 수 있는 서버의 수를 늘리는 데 사용합니다. 각 스위치는 해당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관리합니다.

논리 장치 번호(LUN) 특정 호스트에서 인식되는 볼륨의 SCSI 식별자입니다. 같은 볼륨을 다른 호스트
에서 다른 LU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중 경로 지정 대상에 2개 이상의 물리적 경로를 제공하는 중복 설계입니다.

대상 SCSI I/O 명령을 수신하는 시스템 구성 요소입니다. (SNIA).

대역 내 트래픽 호스트와 저장소 장치 사이의 데이터 경로를 사용하는 시스템 관리 트래픽입니다. 
대역 외 트래픽을 참조하십시오.

대역 외 트래픽 주 데이터 경로 밖에서 교환되는 시스템 관리 트래픽으로 이더넷 네트워크를 사
용합니다. 대역 내 트래픽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경로 데이터 호스트와 저장소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 패킷이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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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호스트 저장소에 대해 시스템을 사용하는 호스트입니다. 데이터 호스트는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거나(DAS 또는 Direct attached storage) 여러 데이터 호스트를 지원하는 
외부 스위치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Storage area network 또는 SAN). 호스트를 
참조하십시오.

디스크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리적 드라이브 구성 요소입니다.

마스터/대체 마스터 이중화 구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설계입니다. 어레이 구성은 마스터/
데체 마스터 구성을 공유합니다. 각 어레이 구성에는 하나의 호스트로 그룹화
되는 두 개의 제어기 트레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마스터 구성 요소는 이 
IP 주소와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스터에 오류가 발생하면 대체 마스터가 마스
터의 IP 주소와 이름을 이어받고 마스터의 기능을 인계 받습니다.

매체 접근 제어(MAC)
주소 각 이더넷 제어기 보드를 식별하는 물리적 주소입니다. 이더넷 주소라고도 하는 

MAC 주소는 출하 시 설정되며 장치의 IP 주소로 매핑해야 합니다.

미러링 둘 이상의 독립적이고 동일한 데이터 사본이 별도의 매체에서 유지되는 저장소 
형식을 나타내며, RAID 레벨 1, 독립 사본 및 실시간 사본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적인 미러링 기술은 저장소 시스템에 중복성을 제공하도록 데이터 세트 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볼륨 단일 풀에서 할당되고 디스크 어레이에서 하나의 LUN (논리 장치 번호)으로 표시
되는 논리적으로 연속적인 범위의 저장소 블록입니다. 볼륨은 가상화 전략, 크기 
및 어레이 내부 어레이 구성에 따라 해당 어레이를 구성하는 여러 물리적 장치에 
걸쳐 있거나 단일 물리적 디스크에만 완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레이 제어기가 
이러한 세부사항을 접속된 서버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투명하게 
합니다.

볼륨 스냅샷 스냅샷을 참조하십시오.

블록 I/O 작업 당 호스트에서 보내거나 받는 데이터의 양, 데이터 크기의 단위입니다. 

사이트 LAN 사이트의 LAN. 시스템을 LAN에 연결하면 LAN상의 호스트에서 브라우저를 통
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특정 시점에서의 볼륨 데이터에 대한 사본입니다.

스트라이프 크기 스트라이프에 있는 블록 수입니다. 스트라이프된 어레이의 스트라이프 크기
는 스트라이프 길이에 구성원 익스텐트의 수를 곱한 것입니다. 패리티 RAID 
어레이의 스트라이프 크기는 스트라이프 길이에 (구성원 익스텐트 수 – 1)을 
곱한 것입니다. 스트라이핑을 참조하십시오.

스트라이핑 데이터 스트라이핑의 축소형으로, RAID 레벨 0 또는 RAID 0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상 디스크 데이터 주소의 고정 크기 연속 범위가 순환식 패턴으로 연속적인 어
레이 구성원에 매핑되는 매핑 기법입니다. (SNIA).

어레이 단일 저장소 장치로서 기능하는 복수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고가용성(HA) 
어레이 구성은 디스크 드라이브가 여러 제어기 및 확장 트레이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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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 핫 스페어 저장소 풀의 일부로 어레이 내에서 핫 스페어 역할을 하는 디스크로 어레이 내의 
모든 가상 디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디스크입니다. 핫 스페어를 참조하십
시오.

에이전트 어레이에 대한 상태와 자산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 모니터링 및 진단 소프트웨
어의 구성 요소입니다. 

오류 감지율 모든 발생 가능한 오류나 특정 유형의 모든 오류에 대한 오류 감지율을 나타냅
니다.

용량 볼륨, 풀 및 가상 디스크를 포함하여 저장소 요소에 할당해야 하는 저장소의 양으
로, 용량 계획에는 볼륨 스냅샷 및 볼륨 복사에 대한 할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격 스크립팅
CLI 클라이언트 원격 관리 호스트에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클라이

언트는 보안 대역 외 인터페이스인 HTTPS를 통해 관리 소프트웨어와 통신하며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제어 및 모니터링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클라이
언트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호스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벤트 장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알림입니다. 이벤트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각 유형
별로 개별적인 발생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보 및 경고를 참조하십시오.

익스텐트 물리적 또는 가상 디스크에서 연속적인 논리 주소로 이루어진 일련의 연속 블록
을 나타냅니다.

장애 조치 및 복구 데이터 경로를 대체 경로로 자동 변경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저장소 도메인 시스템의 전체 저장소 리소스 중 일부가 보관된 보안 컨테이너입니다. 저장소 도
메인을 여러 개 만들어서 시스템의 전체 저장소 리소스 세트 분할 영역을 안전하
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부서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의 저장
소 관리 인프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 영역 네트워크
(SAN) 저장소 요소를 서로 연결할 뿐 아니라 SA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든 

시스템의 액세스 지점 역할을 하는 서버에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저장소 트레이 디스크가 포함된 인클로저입니다. 이중 RAID 제어기가 있는 트레이를 제어기 트
레이라고 하며, 제어기가 없는 트레이는 확장 트레이라고 부릅니다.

저장소 풀 물리적 디스크 용량(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서 가상 디스크로 추상화됨)을 사용 
가능한 저장소 용량의 논리적 풀로 그룹화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저장소 풀의 특
성은 저장소 프로파일에 의해 정의됩니다.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유형(예: 고처
리량 및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소 용량을 
분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저장소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장소 프로파일 RAID 레벨, 세그먼트 크기, 전용 핫 스페어 및 가상화 전략 같은 정의된 저장소 성
능 특성 세트. 해당 저장소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전 정의된 저장
소 프로파일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 저장소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원 분배 장치(PDU) 시스템의 전원을 관리하는 어셈블리입니다. 중복 설계는 각 시스템에서 2개의 
PDU를 사용하므로 PDU중 하나가 실패해도 시스템의 데이터 경로는 기능을 계
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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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호스트에 저장소를 할당하고 지정하는 프로세스.

제어 경로 시스템 관리 정보의 통신에 사용되는 경로로 일반적으로 대역 외 연결이 해당됩
니다.

제어기 트레이 중복 RAID 제어기 쌍이 설치된 트레이입니다. Sun 에서 1x1, 1x2, 1x3, 1x4, 1x5, 
1x6, 1x7 및 1x 어레이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결 저장소
(DAS)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호스트의 저장소 구조는 저장소 어레이

에 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초기화 장치 광 채널(FC) 네트워크를 통해 I/O 작동을 시작하는 시스템 구성요소. FC 패브릭 
영역 분할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 FC 네트워크의 각 호스트 연결이 저장소 어레이
와의 트랜잭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FC 네트워크의 각 호스트는 개별 초기화 장
치를 나타내므로, 호스트가 두 개의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를 통해 시스템에 
연결되는 경우 시스템은 두 개의 초기화 장치(멀티홈, 이더넷 기반 호스트와 유사
함)를 식별합니다. 이와 반대로, 라운드 로빈(round-robin) 모드에서 다중 경로 지
정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 HBA가 그룹화되어 다중 경로 지정 소프트웨어가 HBA 
그룹을 하나의 초기화 장치로 식별합니다.

트레이 저장소 트레이를 참조하십시오.

풀 저장소 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파일 저장소 프로파일를 참조하십시오.

핫 스페어 제어기에서 고장 디스크를 교체할 때 사용되는 드라이브입니다. 어레이 핫 스페
어를 참조하십시오.

현장 대체 가능 장치
(FRU) 수리를 위해 제조업체로 보내지 않고 현장에서 교체하도록 설계된 어셈블리 구성 

요소입니다.

호스트 Sun  구성의 기능으로, 저장소 도메인을 생성하도록 초기화 장치 및 볼륨에 매핑
되는 데이터 호스트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호스트, 초기화 장치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그룹 볼륨에 매핑될 수 있는 일반 저장소 특성을 가진 호스트의 그룹입니다. 호스트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버스 어댑터
(HBA) 호스트 I/O 버스를 컴퓨터의 메모리 시스템에 연결하는 I/O 어댑터입니다. 

HBA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버스 어댑터는 SCSI 환경의 기본 용어입
니다. 어댑터와 NIC는 광 채널 환경의 기본 용어입니다. NIC라는 용어는 이
더넷과 토큰 링 같은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초기화 장치를 참조하십
시오.

확장 트레이 RAID 제어기가 없는 트레이로, 어레이의 용량을 확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유
형의 트레이는 반드시 제대로 작동하는 제어기 트레이에 연결해야 합니다.
용어집  159



160  Sun StorageTek 어레이 관리 안내서 • 2006년 4월



색인
C
Clustering 소프트웨어, 6

D
DMP 기능을 갖춘 VERITAS Volume Manager, 6, 30

F
FC 드라이브, 15

G
guest 역할, 40

H
High_Capacity_Computing 프로파일, 109

J
Java 웹 콘솔, 액세스, 18

L
LED
제어기 트레이(전면), 142, 143

제어기 트레이(후면), 145

LED 표시기
설명됨, 142
확인, 150

LUN 마스킹, 114

luxadm 명령, 30

N
NFS 미러링 저장소 프로파일, 109

NFS 스트라이핑 저장소 프로파일, 109

O
Oracle DSS 저장소 프로파일, 109

Oracle OLTP HA 저장소 프로파일, 109

Oracle OLTP 저장소 프로파일, 109

R
RAID 레벨
설명됨, 102

RAID 세트, 4, 50, 102

RAID 제어기, 7, 9, 14
트레이 유형 및, 127
161



S
SATA 드라이브, 15

sscs 명령, 29
Storage Automated Diagnostic Environment, 5, 7

storage 역할, 40

Sun Fire 캐비닛, 8, 13

Sun Rack 캐비닛, 8, 13

Sun StorageTek Enterprise Storage Manager 소프트
웨어, 6

Sun StorageTek Expansion 캐비닛, 8, 13

Sun StorageTek SAM-FS 소프트웨어, 6

Sun StorageTek SAN Foundation 소프트웨어, 5, 30

Sun StorageTek Traffic Manager 소프트웨어, 5, 30

Sybase DSS 저장소 프로파일, 109

Sybase OLTP HA 저장소 프로파일, 110

Sybase OLTP 저장소 프로파일, 109

ㄱ
가상 디스크, 4, 50, 102
볼륨 및, 52
볼륨 할당 계획, 54
요구사항, 71
저장소 풀 및, 52
정보 표시, 103
조각 모음, 104
크기 확장, 103

검색 버튼, 18
도움말에서, 25
사용, 24

경고
전송, 5

경보
유형, 19
현재, 19

계정 암호, 변경, 34

고가용성(HA) 사양, 7

고급 기능
라이센스 얻기, 42

고성능 컴퓨팅 저장소 프로파일, 109

관리 기능

구성, 20

관리 설정, 34

관리 소프트웨어, 4
하드웨어 오류 및, 7

관리 탭
구성 관리, 20

관리 호스트
격리된 어레이 및, 29
시스템 IP 주소 및, 38
원격 CLI 클라이언트 및, 29

광섬유 채널(FC) 포트
초기화 장치 및, 114

구성 작업
액세스, 20

기본 스토리지 구성, 49

기본 스토리지 도메인, 초기화 장치, 114

기본 저장소 프로파일, 특성, 109

기본 제어기, 58, 152

ㄴ
내결함성, RAID 레벨, 103

내용 표시 영역, 요소, 20

논리적 스토리지 구성 요소, 50
검색, 24
구성, 19

논리적 스토리지 탭, 19

ㄷ
다중 경로 지정, 30

대상 볼륨
복사 쌍 제거 및, 67
볼륨 복사 및, 61
설명됨, 52
유형, 63
표시, 64

데이터 복제
활성화, 95

데이터 호스트
관리 소프트웨어 및, 4
162  Sun StorageTek 어레이 관리 안내서 • 2006년 4월



다중 경로 및, 30

데이터 호스트 소프트웨어, 5

도움말 기능, 사용, 25

도움말 버튼, 18

디스크 드라이브, 50
RAID 레벨 및, 102
데이터 미러링, 8, 13
설명됨, 128
수, 127
유형, 127
정보 표시, 130

디스크 미러링, RAID 레벨, 102

디스크 수, 저장소 프로파일에서 설정, 109

디스크 스크러빙, 36

디스크 유형
프로파일 및, 109

ㄹ
라이센스
비활성화, 43
얻기, 42
정보 표시, 42
추가, 43

로그 파일, 5, 7
보기, 151

로그아웃, 26

로그아웃 버튼, 18

로그인
현재 사용자, 19

링크 전송률 LED 확인, 150

ㅁ
메일 스풀 저장소 프로파일, 109

문제 해결, 140

물리적 스토리지 구성 요소, 49, 50
검색, 24
구성, 20

물리적 스토리지 탭, 20

미리 읽기 모드, 프로파일 및, 108

ㅂ
배너, 설명된, 18

배열
펌웨어 업그레이드, 140

버전 버튼, 18

별표, 의 의미
양식에서, 22, 23

별표, 의미
검색에서, 24

보안 고려 사항, 50

복사 쌍
볼륨 복사 재복사, 66
설명됨, 61
제거, 67

복사 우선 순위
변경, 67

복사 우선 순위, 볼륨 복사용, 63

복제 세트
설명됨, 4

복제된 볼륨
설명됨, 52

볼륨
성능 통계 표시, 55
스토리지 도메인 및, 134
재분배, 152
호스트 그룹 매핑, 117
호스트 매핑, 122

볼륨 복사
개요, 61
계획, 62
관리, 63
복사 우선 순위 변경, 67
상태, 62
생성, 65
재복사, 66
정보 표시, 64
활성화, 64

볼륨 사본
설명됨, 4

볼륨 스냅샷, 51
개요, 69
계획, 71
색인   163



관리, 63, 74
매핑 해제, 79
볼륨 용량 및, 57
비활성화, 70, 79
사용, 69
삭제, 80
생성, 65, 76, 77
스냅 재생성, 76
쓰기 작업 및, 70
정보 표시, 64, 67, 75
호스트 및 호스트 그룹에 매핑, 78

볼륨 용량, 확장, 57

볼륨 재분배, 152

부팅 실패, 대처, 151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탐색, 18

ㅅ
사용자
삭제, 41
정보 표시, 40
추가, 41

사용자 계정, 40

사용자 이름, 배너에 표시되는, 19

사이트 LAN
어레이 격리, 29
어레이 관리, 28

새로 고침 버튼, 18

성능 통계
볼륨, 표시, 55
제어기, 표시, 128

성능, 모니터링, 45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5

소프트웨어 버전, 표시, 18

스냅샷
설명됨, 4
스토리지 도메인 및, 135
용량 확장, 78
호스트 그룹 매핑, 117

스냅샷 볼륨, 설명, 52

스토리지 고객, 인증, 114

스토리지 구성 요소
논리적, 50
물리적, 50

스토리지 도메인, 134
라이센싱, 136
생성 방법, 135
생성 준비, 135
호스트 그룹 및, 117
호스트 및, 122
활성화, 136

스토리지 볼륨, 51

스토리지 영역 네트워크(SAN).
초기화 장치, 114

스토리지 준비, 49

스토리지 트레이, 50

스토리지 풀, 50
기본값, 49

스토리지 프로파일
속성 최적화, 50

시스템 IP 주소
관리 호스트 연결 및, 38
설정 방식 지정, 38

시스템 기본값, 49

시스템 이름, 배너에 표시되는, 19

ㅇ
알림
구성, 44

암호
변경, 34

어레이
관리, 31
등록, 32
삭제, 32
설정 변경, 36
성능 모니터링, 45
자동 검색, 32
정보 표시, 31
추가 방법, 31
펌웨어 업그레이드, 33

어레이 구성
164  Sun StorageTek 어레이 관리 안내서 • 2006년 4월



재설정, 151

어레이 구성 요소, 개요, 8, 13

어레이 구성 재설정, 151

어레이 드레이, 수, 13

어레이 성능
RAID 레벨 및, 103
요인, 63

어레이 세그먼트, 저장소 프로파일 및, 108

어레이 핫 스페어, 7

열 정렬 순서, 변경, 21

예약 볼륨
비활성화된 스냅샷 및, 70
삭제된 스냅샷 및, 70
설명됨, 52, 69
용량 계획, 72
임계값, 70

오류
감지, 36
보고, 36

오류 감지, 활성화, 36

오류 처리 고려 사항, 스냅샷 계획, 71

와일드카드 문자, 검색에서, 24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복원, 141

원격 CLI 클라이언트
설명됨, 5
설치, 29

원본 볼륨
복사 쌍 제거 및, 67
볼륨 복사 및, 61
설명됨, 52
유형, 62
표시, 64

웹 브라우저
내용 표시 영역 요소, 20
탐색, 18

이벤트
정보 표시, 44

인터페이스, 탐색, 18

임의 1 저장소 프로파일, 109

ㅈ
작업
개요, 45
정보 표시, 46
취소, 46

작업 탭
구성 작업용, 20

재설정 버튼, 23

저장 버튼, 23

저장소 볼륨
개요, 52
계획, 53
관리, 54
삭제, 59
삭제 제한 사항, 59
생성, 56
설명됨, 4
스냅 재생성, 76
용량 확장, 57
유형, 52
이름 또는 설명 변경, 56
저장소 풀 및, 105
정보 표시, 55
최대 수, 52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매핑, 57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서 매핑 해제, 58

저장소 트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수, 127
유형, 127
정보 표시, 130

저장소 풀
계획, 53
다중 경로 및, 30
삭제, 107
삭제 제한 사항, 105
삭제된 볼륨의 영향, 59
생성, 106
설명됨, 4, 105
수정, 107
저장소 프로파일 및, 105
정보 표시, 105
프로파일 및, 108

저장소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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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08
복사, 112
삭제, 112
생성, 110
설명됨, 4
수정, 111
정보 표시, 110
표준, 109

전원 공급 장치, 8, 14

전원 켜기 절차
링크 전송률 LED 확인, 150

제어기
LED 켜짐, 142
성능 통계 표시, 128
재설정, 153
중복, 9, 14

제어기 소유권, 58

제어기 재설정, 153

제어기 트레이
개요, 9, 14
설명됨, 127

제어기 트레이 LED 및 스위치, 143

제품 개요
하드웨어
제어기 트레이 LED 및 스위치, 143
확장 트레이, 12

진단 소프트웨어, 5

ㅊ
초기화 장치, 50
개요, 114
볼륨 및, 52
삭제, 116
삭제 제한 사항, 116
스토리지 도메인 및, 114, 134
정보 표시, 114
호스트 또는 호스트 그룹에 매핑, 54, 72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및, 30

ㅋ
콘솔, 액세스, 18

ㅌ
탐색 탭, 19

탭, 탐색, 19

ㅍ
패리티 검사, RAID 레벨 및, 102

패치 업그레이드, 140
복원, 141

팬 어셈블리, 8, 14

펌웨어 업그레이드, 140
복원, 141

페이지 배너, 설명된, 18

페이지 표시 제어, 21

표 열, 정렬 순서 변경, 21

표, 정보 필터링, 21

표시 필터, 적용, 21

표준 볼륨, 설명, 52

필터, 표시, 적용, 21

ㅎ
하드웨어 개요
제어기 트레이 LED 및 스위치, 143
확장 트레이, 12

하드웨어 오류, 감지, 7

핫 스페어, 유형, 128

현장 대체 가능 장치(FRU), 141

현재 경보, 19

현재 사용자 로그인, 19

호스트
개요, 122
관리, 123
매핑 해제, 126
볼륨 매핑, 57
볼륨 매핑 계획,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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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매핑 해제, 58
볼륨에 매핑, 125
삭제, 124
생성, 123
스냅샷 계획 및, 72
스냅샷 매핑, 78
스냅샷 매핑 해제, 79
스토리지 도메인 및, 134
여러 볼륨에 대한 액세스, 117
정보 표시, 123
초기화 장치 및, 114

호스트 그룹
개요, 117
관리, 117
구성원 추가 및 제거, 119
매핑 해제, 121
볼륨 매핑, 57
볼륨 매핑 계획, 54
볼륨 매핑 해제, 58
볼륨에 매핑, 121
삭제, 120
생성, 118
설명됨, 4
스냅샷 계획 및, 72
스냅샷 매핑, 78
스냅샷 매핑 해제, 79
스토리지 도메인 및, 134
정보 표시, 118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50
개요, 30
초기화 장치 및, 114

확장 트레이, 12
개요, 15
설명됨, 127
수,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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